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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는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문의 권위를 바로 세워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합니다.

대학 구성원이 미래지향적 가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과 융합을 통해 연구와 교육, 실천을 바탕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합니다. 

더 나은 인류의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가치.

경희는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합니다. 

Towards 
Global 
Eminence

02 모집단위·세부전공·모집인원

06 2017학년도 논술고사 가이드

10 2016학년도 인문·체능계열 논술고사

17 2016학년도 사회계열I 논술고사

23 2016학년도 사회계열II 논술고사

29 2016학년도 자연계열I 논술고사

43 2016학년도 자연계열II 논술고사

57 2016학년도 의학계열 논술고사

76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77 논술고사 안내

79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방법

81 캠퍼스 약도 및 교통 안내

Contents



모집단위•세부전공•모집인원

1. 전체 모집단위 및 세부전공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학부* 영어학, 영문학, 통번역학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자율전공학과 글로벌 리더**, 글로벌 비즈니스**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국제대학 국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관광학부 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인문/자연]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인문/자연]

치과대학 치의예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인문/자연]

음악대학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피아노, 현악, 관악

미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회화, 조소

무용학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Post Modern 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 2017학년도 대학 편제 개편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세부전공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옆에 *표시된 모집단위는 학부(과) 정원 중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합니다(단,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중 환경공학과 제외).

※  서울캠퍼스의 자율전공학과는 인문계열로 모집하고,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캠퍼스 개설 학부(과)에 한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의약계 및 예능계 제외).  

글로벌 리더** , 글로벌 비즈니스**는 자율전공학과의 전공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전공 선택 시 글로벌 리더** , 글로벌 비즈니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경대학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 호텔관광대학의 문화관광산업학과*** , 조리산업학과***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위한 모집단위로 야간/주말반, 별도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혼합 등)으로 운영합니다.

※ 약과학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국제학과는 모든 전공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 모집단위별 전공배정 기준과 시기는 대학(학부/과) 내규로 정하며, 모집단위의 세부전공별 배정인원은 모집단위별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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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술우수자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 본교 대학 학부(과) 편제 개편 및 정원 조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2

인문

서울
사학과 7

철학과 12

영어학부 23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8

국제

스페인어학과 8

러시아어학과 10

중국어학과 8

일본어학과 8

한국어학과 3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13

자율전공학과 20

서울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5

행정학과 15

사회학과 6

경제학과 18

무역학과 14

언론정보학과 12

경영대학
경영학과 45

회계·세무학과 17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25

관광학부 17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6

주거환경학과 8

의상학과 9

이과대학 지리학과(인문) 5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인문] 5 국제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인문) 12

서울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인문) 7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1

자연
이과대학

수학과 11

물리학과 16

화학과 8

생물학과 11

지리학과(자연) 6

정보디스플레이학과 8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49

자연

국제

산업경영공학과 18

원자력공학과 15

화학공학과 18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18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21

건축공학과 21

환경학및환경공학과 9

건축학과(5년제)[자연] 7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61

컴퓨터공학과 17

생체의공학과 7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9

응용물리학과 11

응용화학과 11

우주과학과 9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15

식품생명공학과 10

한방재료공학과 8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8

원예생명공학과 8

의과대학 의예과 29

서울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자연) 34

치과대학 치의예과 17

약학대학
한약학과 10

약과학과 7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자연) 7

체육대학

체육학과 18

체능 국제
스포츠의학과 9

골프산업학과 2

태권도학과 8

합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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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논술고사 가이드

 모집인원

 최저학력 기준
●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정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필수 응시) 영역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 영역

계열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 나 사회 과학

인문

○ ○ [택1] ○
○

[택1, 2과목]
○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지리학과(인문), 

건축학과(인문), 간호학과(인문)

○ - ○ ○
○

(2과목)
- ○ 한의예과(인문)

자연 ○ ○ - ○ -
○

(2과목)
○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지리학과(인문) 제외], 

공과대학[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체능 ○ - ○ - ○ 체육대학

 ※ 각 계열별 또는 모집단위별 최저학력기준은 2016년 11월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충족함

 ※   각 계열별로 지정된 반영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함. 계열별 지정 영역을 한 개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탐구영역 1과목 응시자 포함) 지원 자격  

부적격자로 처리함

● 최저학력기준 충족 조건 

계열/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한의예과(인문) 제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인문[한의예과(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의학계 모집단위 제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의예과·한의예과(자연)·치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체능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단, 한국사 필수 응시)

 ※ 탐구영역은 상위 1개 과목을 반영 

 ※ 인문·[한의예과(인문) 포함] 모집단위에 한해서 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회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 성적으로 대체 가능

 계열별 출제정보

인문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 구분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

2 ~ 3문항 문항 수 수학, 과학 각 4문항 내외

1,500 ~ 1,800자, 원고지 형식 형식 문항별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 노트 형식

120분 시간 120분

● 인문·체능계 : 1,200자 내외의 긴 논술문제 출제 가능

● 사회계 : 수리논술 출제, 영어 제시문 출제 가능 
특징

● 수리논술, 과학논술 출제

- 수학은 필수

-   과학은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중  

한 과목 선택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

 출제 유형 및 범위

 주요 요구 소양

920명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자료제시형
출제 
유형

고교 교과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
출제 
범위

●  사회계 논술고사는 영어 제시문 출제 가능

●  사회계 논술에는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되며, 수리논술 문항은 사회·경제에 관한 

 ▷ 도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여 논술하거나, 

 ▷ 논제를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는 유형으로 출제

●  자연계 및 의학계는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 출제

●  자연계 및 의학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 

(물리, 화학, 생명과학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범위 안에서 출제)

●  의학계 논술의 경우 자연과학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과학 연구의 인문·사회·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통합형 논술 지향

특이 
사항

성찰적 사고력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

수리 능력

자연, 의학계열 및 사회계열 

수리논술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식을 논리적으로 추론

논증 능력

자연, 의학계열 논술은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및 응용력,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다면적 사고력

특정 주제를 일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통합적 사고력

텍스트 해석 능력 및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

문제 해결력

자연현상이나 주어진 

논제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논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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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의학계열 작성 TIP

 주요 감점 요인

 모의 논술고사 일정

※ 본교 논술 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 및 논술특강 동영상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 공개

 답안 작성 요령

 논술작성의 KEY-POINT

 인문·체능, 사회계열 작성 TIP

●  현재 시사적·사회적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

●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의보다 그 속에 담긴 본원적·근원적 주제를 토론할 것

 - 시사적 주제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닌, 그것이 담고 있는 보편적 의제로 확대해 볼 것

●  텍스트 해석 능력 배양

 - 미리 암기한 지식보다 제시문과 논제의 내용을 분석, 이해하는 것이 선행

 - 논제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지식을 전개하지 말 것

●  지문 간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습하기(요약, 비교·대조, 분류)

●  서로 다른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단으로 쓰기 

   - 2~3개의 글 한 문단 요약해보기,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등  

●  특정 이론, 유명인의 주장이나 명언 등을 단순 요약·암기해서 작성하지 말 것

●  특정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연습해 볼 것

●  반드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하고 최대한 성실하고 정성 들여 답변을 작성할 것 

 - 작성 분량 준수, 원고지 정서법 및 문단 구분 준수, 정성 들인 글씨체 등 

●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

●  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했을 때

●  내용의 전개가 비논리적일 때

●  논지와 상관없는 특별한 표시를 했을 때

●  본교 지급 필기구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할 때

과학적 추론능력과 

창의적 논리 개진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 지식 강조

논제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순서에 입각한 풀이 

방식의 전개

단순히 해답 도출 

결과보다 수학, 

과학의 기본 개념 이해 및 

풀이 중시

수학적, 과학적 

올바른 용어 및 기호 표기 

능력 확인

과학적 사고방식과 

접근 방법 중시

주요평가사항

●  창의적인 논리 전개

●  제시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

●  논제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기본적 소양의 적절한 활용

●  기본에 충실한 글쓰기

 준비

교과서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읽기와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해 통합적 사고력을 훈련합니다.

●  인문·체능 계열, 사회계열 논술의 경우 교과서와 고전, 시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많이 읽도록 합니다. 

●  평소 교양서적, 각 분야의 잘 알려진 권위 있는 저서, 신문기사, 학술잡지 등을 다양하게 읽어  

사고력을 배양합니다. 

●  자연계열, 의학계열 논술의 경우 과학교과의 일반/심화 교육과정 전반의 교과서에서 예상논제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  평소 환경, 식량, 에너지, 신기술, 생명과학 등 현대사회의 현안에 관한 글을 다양하게 읽어 문제 

해결력을 배양합니다.

 작성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에 근거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합니다.

●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합니다. 

●  논제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하기보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합니다. 

●  차별성 있는 논거와 참신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유의

깨끗한 답안 작성과 유의사항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평소에 글씨를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게 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  요구한 답안지 분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면 감점을 받습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에 표기된 논술작성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고사

5. 28(토) 예정

온라인 고사

7. 22(금) ~ 2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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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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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시답안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체능계열

 출제문제(인문·체능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자유는 “한 개인이 타인들의 의지에 의해 자의적(恣意的)인 강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는 

타인들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이며, 또한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한 개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

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Y의 상황을 조종·통제한다고 하자. 이

때 Y는 X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X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태는 그가 특정 방식으

로 행동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자유는 항상 인간 

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곳에서는 자유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한 개인을 강제의 상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즉,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타인들의 강제를 되도록 많이 줄이는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적 자유들은 하나의 전제이자 하나의 체제로서 고려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자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

유들을 명시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헌법 제정과 입법 일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로 봐서 보다 큰 자유

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자유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자유에서

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유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지적이고 유

익한 토론을 위해서는 질서를 위한 특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질문과 논쟁의 적절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

유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 질서를 위한 규칙과 언론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칙 간에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질서를 위한 규칙은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그러한 규칙은 이러한 자

유가 가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헌위원회의 대표들이나 입법 기구의 성원들은 평등한 자유에 대한 

최선의 전체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여러 가지 자유가 규정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여러 자유들 간의 균형을 잡도

록 해야 한다. 여러 자유들이 최선의 체계를 이루는 것은 부과되는 제한의 총체가 규정 내용에 따라 전체 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을 맺는 방식에 달려 있다. 

자유의 가치는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진 자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

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 성원도 이러한 불평등한 상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작은 자유의 가치라도 보상받

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보다 작은 가치의 자유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원칙을 함께 생각할 때 기본 구조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평등한 자유의 완전한 체계가 최소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 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라]

나는 정확한 단어를 찾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했다. 동의어 사전을 살펴보고 수첩을 뒤적였

다. 아침에 신문에서 새로운 단어를 보면 바로 적용해 보았다. 하지만 내 글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종종 고개를 저으며 “울

림이 없네요.”라고 간단히 말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거나, 너무 저속하거나 너무 

세련된 어조의 단어이거나, 밋밋하고 과도한 대화체의 단어라고 말했다. 단어의 배열도 실제와 다르며, 구두법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연히 정확성도 떨어졌다. 이탈리아어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나는 첫 독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충고를 따라야 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찾아야 했다. 내가 선

택한 단어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탈리아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탈리아어에 관해서

는 어느 정도 귀머거리에 장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어휘력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구석은 남아 있다. 구시대적인 긴 치마에 티셔츠를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은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런 뒤죽박죽된 어조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와 이탈리아어 사이

에 있었던 거리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이탈리아에 와서 살기 전 수년 동안 멀리서 여러 텍스트를 통해 이탈리아어를 배웠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어 글을 읽는 지금 내 어휘는 각자 다른 스타일로 글을 쓰는 여러 시대의 작가들의 어휘가 혼

합되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조르조, 엘레나, 자코모의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수첩에 열거해 놓았다. 프랑스어로 

글을 쓰다 보면 특정한 스타일 없이 글을 쓰게 된다고 베케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내 이탈리아어 글은 밋밋

한 맛의 빵과 같다. 의미는 통할지 몰라도 독특한 맛이 없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나는 그것 또한 스타일, 하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스타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스타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닐까 한다. 스타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나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탈리아어에서 내게 부족한 것은 날

카로운 시각이다. 날카로운 시각이 부족해서 난 특정한 스타일을 가다듬을 수 없다. 게다가 나는 특정한 스타일을 포착할 

수도 없다. 내가 어쩌다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해도 왜 아름다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탈리아어에 있어서 나는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작가, 내가 변장했다는 것만 아는 작가이다. 사실 나는 엄마의 옷장에 

몰래 들어가 하이힐을 신어보고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보석과 모피코트를 걸쳐 보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이다. 그러다 

야단을 맞고 내 방으로 쫓겨 가지 않을까 두렵다. “좀 더 기다려야 해.” 하고 엄마가 말할 것이다. “이 옷은 네가 입기엔 너무 

커.” 엄마 말이 맞다. 나는 엄마 신발을 신고는 편안하게 걸을 수 없다. 목걸이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 모피코트는 우

아하지만 입으면 땀이 난다. 

이탈리아어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파베세의 능력이 그저 부럽다. 나도 이런 깊은 성찰을 통해 탐색을 했다고 생각

한다. 언어를 탐색해 발견해내면서 나 자신에 대해 탐색했다고. ‘sondare’라는 동사는 ‘탐구하다(esplorare)’, ‘조사하다

(esaminare)’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뭔가를 깊이 있게 측정하다(misurare la profondita)’를 의미한다. 내 사전에 따르면 

이 동사는 ‘뭔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이해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분리, 불확실을 내포한다. 

침투 상태를 품는다. 늘 밖에 남아 있는 어떤 것을 세심하고 적절하게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하

는 적절한 동사이다.

[마]

돈을 받고 대리로 줄 서는 관행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베이징 소재 일류 병원에서 

대리 줄 서기 사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시장 개혁의 결과, 특히 지

방 공립 병원과 진료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수도에 있는 주요 공립 병원까지 원

정을 와서 접수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 밤새, 때로는 며칠 동안 줄을 선

다. 진료 예약권은 14위안(약 2달러)으로 저렴하지만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를 급하게 받아야 하는 일

부 환자들은 며칠씩 줄을 서는 대신 암표상에게 예약권을 산다. 암표상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이용해 돈

을 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줄을 세워 예약권을 받고 이를 수백 달러에 판다. 이는 일반 농부가 몇 개월 동안 일해서 버

는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다. 일류 전문의의 진료 예약권은 특히 귀해서 마치 월드시리즈의 박스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암표

상에게 빠르게 팔린다. ≪LA타임즈≫는 베이징 병원의 등록창구 밖에서 벌어지는 진료권 매매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인문·체능계열 
사회계열Ⅰ
사회계열Ⅱ 
자연계열Ⅰ
자연계열Ⅱ 
의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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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탕, 닥터 탕, 닥터 탕의 진료 예약권 사세요! 관절염과 면역 전공의입니다!”

진료 예약권 암표 판매의 관행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진료 제공자가 아니라 중개인이다. 관절염 환자의 진료 예약권이 

100달러라면, ‘닥터 탕’은 예약권 판매금의 대부분이 자신이나 병원이 아닌 암표상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마땅

하다. 경제학자라면 이 점에 동의하고 병원에 진료비를 인상하라고 조언할지 모른다. 실제로 베이징 소재 병원들은 진료비

용이 좀 더 비싸면서 줄이 훨씬 짧은 특별 진료 예약 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전문의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진료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 당사자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죠?”라며 이런 관행에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되물을 것이다. 그들은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장기매매 금지법에 반

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

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양측의 사회

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

오늘날 경쟁의 이데올로기는 도처에서 개인적 완성의 철학에 뒤지고 있다. 보다 잘 통합된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재화의 소

유 문제로 경쟁하지 않으며, 소비를 통해 자신을 실현한다. 차별적 경쟁의 시도 동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성화의 시도 동

기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광고는 상업적 실천에서 소비 활동의 이론, 즉 사회의 체계 전체를 완성하는 이론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이론의 설명은 미국 광고업자들의 작업에서 발견되고 있다. 광고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다. 첫째, 소비 사회(사물·제

품·광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에게 해방과 완전한 완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둘째,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표현을 향한 

무조건적인 소비를 초월하는 소비 체계는 진정한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소비의 ‘허무주의’에 소비의 ‘새로

운 인간주의’가 대립된다. 

구매 동기 조사 연구소(Institut de Recherches de Motivation) 소장인 디히터 박사는 단번에 이 새로운 인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통의 미국인이 장난으로 연애할 때나, 돈을 쓸 때나,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자동차를 살 때, 우리는 그에게 스스로 도덕적

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오늘날 풍요로움으로 인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는 사람들에

게 풍요로움의 향유를 승인하고 정당화하는 일이며,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도덕적이며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

들에게 증명하는 일이다. 소비자에게 삶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제품들로 둘러싸이는 자기 권리의 표명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광고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동기 부여의 조작은 엄격한 도덕을 순전히 만족에 근거한 쾌락주의적 도덕으로 대체하면서, 그리고 하이퍼 문명 속

에서 새로운 자연 상태를 끌어들이면서 광고가 사회 집단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디히터의 마지막 문장에는 양면성이 있다. 즉 광고의 목적은 행복에 대한 자신의 저항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인가? 

아니면 판매를 촉진하는 것인가? 사회는 만족을 위해 재조직되는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 재조직되는가? 패커드의 ≪은밀한 

설득(La Persuasion clandestine)≫의 프랑스판 서문에서, 마르셀(Marcel)은 “구매 동기 조사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거짓

이 없다고 하면 순진한 것이다. 디히터는 매우 솔직하게 자유가 허용되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것’

에 대해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아이가 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상품 속에 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퇴행하면서 생산의 어떤 사회적 질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의 ‘철

학’은 양식에 어긋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비이성적인 행동(즉각적인 충동의 콤플렉스를 받아들이

고 자신의 충족에 만족하는 것)을 부추기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목표(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 실

상을 밝혀 주는 것)를 내세운다. 그러나 충동은 위험할 수 있다. 소비를 조장하는 새로운 마법사들은 급증하는 행복의 궁

극 목적에 따라 인간을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오히려 그들은 긴장을 해소하려고 할 뿐이다. 

[사]

◯◯은 시험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 “정말이지 잠깐이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고 밤을 

새고 말았다. 항상 잠깐만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잊고 만다. ◯◯은 그날 늦잠을 자서 시험

을 치르지 못했다. ◯◯은 매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지만 의지가 약하여 번번이 실패한다. 

이처럼 본인은 원하지 않으나 이미 게임에 중독되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그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행

동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합리성을 침해하는 욕구나 충동으로부

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느 한 프랑스 학자에 의하면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방된 독재자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노예적인 상태

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롭기보다 오히려 변덕

스러운 정념(情念)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성은 자유 의지에 의한 자기 지배,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의미하며, 권리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결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주의에서는 개인들의 좋은 삶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오직 중시하는 가치가 있다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Ⅰ]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논제Ⅱ]  제시문 [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 [바]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출제개요(인문·체능계열)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 수시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

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사회’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자유’를 주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자유란 타자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천부 인권’ 사상에 입각

해서 개인의 자유는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인간 사회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자유에 대한 관념은 다양하게 해

석되어 왔다. 자유란 무엇인가? 모든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는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추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

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술고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짊어져 나갈 젊은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사

고를 다각적으로 성찰하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시와 소

설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양서적 등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을 통해 자유에 관한 다

양한 관점을 분석하여 그 핵심을 파악하고 나아가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

학교 수시 논술의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 총 2문제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민경국 지음(2007),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pp. 314~320.

 제시문 [나] 존 롤스(John Rawls) 지음, 황경식 옮김(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pp. 219~220.

 제시문 [다] 맹용재 외(2006), 『디딤돌 문학, 시 문학』, 디딤돌출판사, p. 384.

 제시문 [라] 줌파 라히리(Jhumpa Lahir) 지음, 이승수 옮김(2015),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마음산책, pp. 140~144. 

 제시문 [마] 마이클 센델(Michael Sandel) 지음, 안기숙 옮김(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pp. 46~52. 

 제시문 [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지음, 배영달 옮김(2001), 『사물의 체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p. 292~296. 

 제시문 [사]  박효종 외(2011),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p.217.  

정창우 외(210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p. 220~221. 

박병기 외(201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pp. 245~246.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하이에크의 자유에 관한 글에서 가져왔다. 여기에서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

다. 즉, 한 개인이 타인의 강제에 의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 따

라서 인간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가급적 타자에 의한 강제나 구속을 배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한 롤스의 『사회정의론』에서 가져왔다. 이 글에서 롤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이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

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현실적으로 자유

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

회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송찬호의 시이다. ‘구두’를 소재로 한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일상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즉, ‘가죽 구두’로 표현된 현실적 삶에 안주하기 보다는 ‘모자나 구름

을 구두에 집어넣은 행위’, ‘새 구두를 사서 구름 위에 올려 있다고 여기는 행위’, ‘새의 육체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행위’ 등을 통해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프랑스 출신 작가 줌파 라히리가 이탈리아에서 외국어인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담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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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문체를 확립하지 못해 고심하는 가운데, 작가는 그 원인이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 이에 작가는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행처럼 굳

어진 진료예약권 암표 거래가 상호간 동의에 따라 선택된 거래 행위이므로 아무런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이

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재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 것

이다.

제시문 [바]는 장 보드리야르의 『사물의 체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개인이 스스로 누린다고 생각하는 자유의 허

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비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상품 속에 투영하여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유를 누린다고 인식하

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즉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

지만, 이러한 자유는 자율성에 의한 ‘자기 통제가 결핍된 자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

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의 자

율성은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방되거나 무제한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

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제 I]  [논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문장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Ⅱ]  [논제 Ⅱ]는 제시문 [사]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 [바]에 보이는 다양한 상

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자유 및 자율성의 의미를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탐색하고 성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예시답안(인문·체능계열)

[논제 I]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식은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자유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간주한다. 타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유가 구현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제도 안에서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한 규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등

한 자유의 실현을 지향하지만 개인들이 자유를 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등화된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유를 적게 수혜

하는 구성원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와 [나]는 자유가 인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작동함을 전

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가]가 강요와 압박이 없는 상황을 자유의 출발점으로 보는 반면, [나]는 자유가 체제 안에서 발전

하여 정의로운 균형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00자)

[논제 II]  [사]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가능하

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율성은 외부의 모든 통제로부터 해방되거나 무제한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통한 자

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한다. [다]에서 화자는 일상적 틀을 벗어나 비상하는 삶을 꿈꾼다. ‘가죽 구두’로 표

현된 얽매인 삶을 극복하고 새처럼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굴복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

을 문제적 요소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사]의 자유 의지를 통한 자기 지배의 성격을 띤 

자율성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라]는 한 작가가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면서 겪는 고충을 담고 있다. 작가는 독자들의 평가

에 민감하다. 그리고 자신의 글이 여러 작가의 어휘와 스타일을 차용할 뿐 정작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지 못했음을 토로한다. 하지

만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끊임없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 

혹은 환경에서 비롯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저앉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는 점

에서 제시문 [사]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의 자율성에 부합한다. [마]는 관행처럼 굳어진 진료예약권 암표 거래가 

상호간 동의에 따라 선택된 거래 행위이므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재화라도 매

매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지배와 적극적인 자

기 통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성이 훼손된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이

며 불공정하다는 측면에서 비판될 수 있다. [바]는 소비 사회에서의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상품 속에 투영하여 상품을 소

비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소비 조장을 부추기는 광고와 같이 ‘고안된’ 

질서 속에서 소비하고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면, 원하는 것을 끊

임없이 소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는 자유 의지와 자기 통제가 결핍된 자유일 뿐

이다. (1,200자)
K Y UNG HEE

UNIVERSITY

2016학년도

사회계열 I
 논술고사

18 출제문제

21 출제개요

22 예시답안

※ 사회계열 논술고사의 경우, 양일간 고사가 진행되어 

출제문제가 달라 Ⅰ, Ⅱ로 표기하였습니다.

16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논술가이드북



논술고사	문제지	
사회계열 I

 출제문제(사회계열 I)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그들 상호 간에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할 때, 이 합의 자체에서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숫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사람들

이 각각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공동체를 결성했을 때,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의 단체(one body)로 만

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동체는 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majority)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그 구성원들의 동의뿐인데, 한 단체는 한 방

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정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오직 개개인 모두의 

동의만이 어떤 결정을 전체의 결의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상 문제나 잡다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동의

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숫자 면에서 그러한 일들은 공동체의 인구수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이들이 공공 

집회에 참석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모든 인간 집단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마련인 의견의 다양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건에 입각해서 사회를 결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다수가 나머지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회가 일체로서 행동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즉각적으로 해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자연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결성한 사람들은 어떤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체 결성에 필요한 모든 권력을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

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권력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 사회를 결정하고자 단순히 합의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합의야말로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결성하는 개개인들 간에 실제 체결되고, 또 반드시 체결될 필요가 있는 

협정의 전부이다. 

[나]

시민 대중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지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 스스로 전체 시민들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시민 대중은 항상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결정권을 사용

하게 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치 구조와 역학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판별력

뿐만 아니라 고도의 인내력과 희생정신을 갖추어야 하지만 대중은 이런 자질을 갖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능란하게 감언이

설을 늘어놓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권력을 예속시킴으로써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는 

시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의견에 다수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수가 제시한 방향이 국가

의 장기 전망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목전의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

우 국가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시민의 이기적이

고 근시안적인 욕구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동 정치가의 독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소유한 부와 지식의 불평등에 의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대중에 의한 통치는 이성과 

감성 양면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대중은 부유한 자, 능력이 있는 자의 장점을 찬양하고 동경하며, 가난한 사람

들을 무시하면서 부유한 자를 공직에 지명할 것이다. 공직에 임명된 능력 있는 자들은 손에 쥔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자

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치를 강화할 것이며, 자연스레 민주정치의 합법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순으로 발전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다]

Across the spectrum of issues, Americans disagreed: on Iraq, taxes, abortion, guns, the Ten 

Commandments, gay marriage, immigration, trade, education policy,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role of the courts. Not only did we disagree, but we disagree strongly, with partisans 

on each side of the divide unrestrained in the vitriol1 they poured upon opponents. We disagreed on the scope 

of our disagreements, the nature of our disagreements, and the reasons for our disagreements. Everything 

was contestable, whether it w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or the fact of climate change, the size of the 

deficit or the culprits2 to blame for the deficit. 

Democrats3 would shout and yell and fulminate4, and then stand by helplessly as Republicans5 passed large 

corporate tax breaks, stuck it to labor, or cut social services. Over time, an implacable anger spread through 

the Democratic Caucus6, and my colleagues would carefully record every insult and abuse meted out7 by the 

Republican Party. Six years later, Democrats took control, and Republicans fared8 no better. 

1vitriol : 독설 2culprit : (문제의) 원인, 원흉 3Democrat : 민주당원 4fulminate : 맹렬히 비판하다 5Republican : 공화당원  
6Democratic Caucus : 민주당 전당대회 7mete out : (벌·가혹 행위 등을) 가하다 8fare : (사람이) 해 나가다 

[라]

거대한 한 국가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두 개의 대안 A와 B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을 택하느냐

에 따라 이 국가는 행복과 번영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사전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 국가의 개인들은 동질적이어서 각각의 사람이 A와 B 중 더 좋은 대안에 

투표할 확률은 p로 모두 같다고 하자. 그리고 이 확률 p는 1/2보다는 크다고 하자. 즉, 동전을 던져서 선택하는 것보다 개인

이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으로, 재판에 회부된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유죄로 판결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무죄라

면 즉시 방면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심원들(혹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질적이어서 이 사람의 유무

죄를 진실되게 판단할 확률은 p로 모두 같다고 하자. 그리고 이 확률 p는 1/2보다 더 크다. 

어떤 방식으로 대안 또는 유무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에

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다. 개인들이 모두 동질적이기 때문에 누가 뽑혀도 그가 더 좋은 대안 또는 진실을 선택할 확률은 p

이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 다수의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진실을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데, 투표를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방법에서 과연 옳은 결정을 내

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콩도르세(Condorcet)의 배심원 정리에서 찾을 수 있다. 콩도르세는 이 정리에서 투표에 참여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날 때마다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증가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마]

우리가 기후 변화에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현재 추정되는 기후 변화로 인한 희생은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박한 위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

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기후 변화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아주 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감축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공장 투자 예산이나 교육 

예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1970년에 환경 경제학자 탤벗 페이지는 문학적인 기교를 활용하여 자연 환경을 혹사시켜 발생한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

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미래의 젊은이가 되었다고 상상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미래의 지구는 이전 세대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해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신은 이전 세대의 귀신에게 무슨 권리로 자연을 파괴했

느냐고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탤벗 페이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아마도 귀신은 ‘그렇잖아도,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사

람들이 그 일 때문에 투표를 했소. 우리는 모두의 취향에 따르기로 한 거요.’라고 대답할 거다. 절대 당신의 화는 풀리지 않

을 거다.” 

우리 세대의 취향은 미래 세대에게는 그리 좋은 것이 못 된다. 1990년에 중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인들에게 현재 동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미래에 살고 있을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다. 열 명 중 

거의 네 명이 자신들은 25년 후 1,000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오염으로부터 죽어가는 1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계획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100년 후 7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그렇게 뚜렷

하지는 않았다. 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28퍼센트만이 1년 후의 죽음이 100년 후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대

답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보다는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미래의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형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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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사]

2004년과 2005년 ○○○의 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연구논문이 연이어 ≪사이언스≫에 게재되면서 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 ≪사이언스≫는 올해의 획기적 10대 연구 성과에 그의 연구를 선정했으며, 국내 언론들도 

‘태극기를 꽂고 왔다’, ‘세계 언론의 주목’, ‘국내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후보’ 등과 같은 찬사를 범람시키며 그를 올해의 인

물로 선정했으며, 정부는 그에게 ‘제1호 최고 과학자’의 영예를 안겼다.

그렇지만 2005년 11월 22일 한 언론사가 ○○○의 연구 윤리에 관한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 

신드롬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윤리 의혹은 논문 조작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2006년 1월 10일 △△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 논문들은 완전히 조작되었으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도 없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

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을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이버 공간에서 극심하게 고조되었다.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

○○을 지지하는 글들이 폭주하였으며, ○○○ 팬클럽 ‘아이러브 ○○○’ 회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소장 생명과학자들의 사이트인 ‘브릭’을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과학자가 2005년 12

월 5일 ‘브릭’의 소리마당에 줄기세포 사진 중복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사이버공간에 급격히 전파되었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올리고, 그러면 다시 이를 과학적으로 논

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잘못된 주장이 제기될 경우 곧 다른 이들의 반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그동안 

≪사이언스≫도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브릭’과 함께 ‘디시인사이드’의 과학 갤러리 게시판에서도 논문에 대한 검증이 벌어졌다.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은 상당

한 합성사진 판독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사진의 조작 과정을 판명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합성사

진을 보기 쉬운 이미지로 표현하여 사이버 공간에 퍼 옮기면서 논문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논제 Ⅲ]  어떤 아파트에서 주민대표 선거를 하는데, 두 후보 A와 B가 출마했다. 이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하며,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

가 거주 세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두 후보의 주요 공약 중 가장 대비되는 것은 바로 적정 관리비에 대한 것이다. 후보 A는 현

재 관리비보다 3만 원을 인상하는 대신 놀이터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아파트에 태양열 발전기 등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

었다. 이에 반해 후보 B는 현재 관리비보다 1만 원을 인하하여, 아파트 헬스장이나 기타 부대 서비스를 줄이고 출입구 관리 및 공

동 생활공간 청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일

부 사람들은 현재 수준에서 1만 원 이상의 인하를 바라는 반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친환경적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3만 원 정도의 인상은 충분히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입장

은 [-5만 원, 5만 원]의 닫힌 구간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투표에 참여할 경우, 각각의 주민들은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관리비 수준에 더 가까운 공약을 내건 후보를 0.8의 확률로 지지한다고 가정하자(단, 더 가까운 후보가 없다면 둘 중 한 

사람을 같은 확률로 지지한다고 하자). 가령 현재 관리비에서 5만 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8의 확률로 A후보를 

지지하고, 0.2의 확률로 B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1) 주민 중에 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이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할 확률을 구하시오.

(2)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리비보다 인하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투표

에 참여하는 반면, 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0.6의 확률로 선거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 경우 후보자 A의 

예상 득표율(= 전체 투표자 중 A에게 투표한 사람의 비율)을 구하고, 이 결과를 제시문 [마]에 나타난 투표 행태와 비교하

시오. 

[(1)과 (2)의 답안 작성 시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출제개요(사회계열 I)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I 수시 논술고사 문제는 [논제 I], [논제 Ⅱ], [논제 Ⅲ]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 3문제가 출제되

었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평이하게 출제하였고, 통합논술의 취지를 살려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

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I의 글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등에서 다양하게 선별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서 쉽게 독해가 가능한 수준의 글들이다. 

사회계I 논술고사 문제의 핵심 주제는 ‘다수(majority)의 결정이 지닌 특성’이다. 각 제시문은 다수 결정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

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다수 결정이 지닌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을 고교 교과서, 인문학서적, 사회과학서적, 자서전 등

에서 발췌하였다. 

[논제 I]은 제시된 지문을 다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는 것으로 각각 분류

하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논제 Ⅱ]는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규명 사례를 근거로 하여, 다른 지문의 논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

자 하였다. 

[논제 Ⅲ]은 수리문제이며, 확률이론을 활용하여 투표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또한 수리문제의 결과를 통해 관련 지문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계산 과정은 고등학교 수학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제어에 대한 수리적 이해를 묻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는 그간 경희대학교 논술고사가 일관되게 보여준 문제 유형이다.

[논제 I]   [논제 I]의 주제는 서로 다른 소재와 내용의 글들에서 다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순기능)과 부정적 특성(역기능)을 찾아 이를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 [라]는 다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 특성을, [나], [다], [마], [바]는 부정적 특성을 서술한 것

으로 묶을 수 있다. 제시문 [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의 의지와 행동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

시문 [라]는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을 높인다고 말한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대중은 소수 엘리트의 의견에 끌려가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형성된 합법적 다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하다. 제시문 [다]는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킴

에 따라 여야 간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기후변화 사례를 통해 현 세대의 다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결정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개인에 대한 다수 군중

의 광적인 찬사와 영웅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논제 I]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제시문을 하나의 공통된 논지를 가진 글들끼

리 묶어낼 수 있는 문제로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텍스트 해석 능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논제 II]   [논제 II]는 제시문 [사]를 근거로 [가], [나]의 논지를 평가하라는 문제이다. 제시문 [사]는 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조작이라는 사실

이 밝혀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과학자를 절대

적인 존재로 떠받들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수의 우매한 군중이다. 둘째,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군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가]는 다수의 동의가 이끄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

다. 다수결의 원리를 옹호하는 글이다. 다수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의 입장은, 다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사]의 내용을 통해 비판받을 수 있다. [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투표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사]에는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일군의 네티즌들이 제시되어 있

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자발적인 대중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대

중은 소수 엘리트들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나]의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논제 III]   [논제 Ⅲ]은 수리유형의 문제로 확률이론을 활용하여 투표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계산하

는 문제이다. 아파트의 주민대표 선거에서 친환경 공약을 내세운 후보와 관리비 인하를 위한 서비스 최소화를 내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계산하는 수리문제를 통해 현 세대의 다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

게 불리한 결정을 가져온다는 제시문 [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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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정윤석 (2003), 『로크 「통치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4호. 86-88면.

 제시문 [나] 박희봉 (2013),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책 세상, 35-36면.

 제시문 [다] Obama, Barack (2006), The Audacity of Hope, Three Rivers Press. p.16-17. 

 제시문 [라] 위키피디아, 콩도르세 배심원 정리 (Wikipedia, Condorcetʼs Jury Theorem). 

 제시문 [마] 에두아르도 포터, 손민중·김흥래 옮김 (2011), 『모든 것의 가격』, 김영사, 318-320면.

 제시문 [바] 기형도, 「홀린 사람」, 『고등학교 문학 1』 창비, 2012, 154면. 

 제시문 [사] 윤성이 (2015), 『한국정치: 민주주의, 시민사회, 뉴미디어』 법문사, 258-262면. 

 예시답안(사회계열 I)

[논제 Ⅰ]  각 제시문은 다수의 결정이 지닌 양면적 특성을 다룬다. [가], [라]는 다수 결정의 긍정적 특성을, [나], [다], [마], [바]는 부정적 특

성을 서술하고 있다. [가]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의 의지와 행동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는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다수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반면에, [나]는 대중은 소수 엘

리트의 의견에 끌려가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형성된 다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다]는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 간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는 현 세대의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바]

는 개인에 대한 다수 군중의 광적인 찬사와 영웅화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483자]

[논제 II]  제시문 [사]는 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대하

는 시민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과학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수의 우매한 군

중이다. 둘째,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조작된 논문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군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다. [가]는 다수의 동의가 이

끄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수결의 원리를 옹호하는 성격의 글이다. [사]에서는 다수의 시민들

이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의 입장은, 다

수의 의지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의 내용을 통해 비판받을 수 있다. [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를 통

해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대중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

하기 때문에 소수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에는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일군의 네티즌

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자발적인 대중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대중은 소수 엘리트들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나]의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694자]

[논제 III]  관리비에 대한 입장이 닫힌 구간 안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사람의 수가 충분히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입장을 위 그림에서와 같이 세 집합으로 나누어 생각하자. 자신의 입장에 더 가까운 후보를 지지

한다고 했으므로, (X∪Y)에 속한 사람은 후보자 B를 0.8의 확률로 지지하고 Z에 속한 사람들은 후보자 A를 0.8의 확률로 지지할 

것이다.

(1) 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후보 A를 지지할 확률은 

 

이다. 

(2)  관리비에 대한 입장이 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에 속한 사람들은 0.6의 확률로 투표에 참

여한다고 했으므로, 전체 주민 중 A를 지지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은

 

  이다. 전체 주민 중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은 0.5 × 1 + 0.5 

× 0.6 = 0.8이므로, A의 예상 득표율은 100 × (0.304/0.8) = 38%이다. 따라서 A의 예상 득표율은 B의 예상 득표율보다 낮

다. 이는 현 세대의 다수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투표한 결과로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마]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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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나는 배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공밥을 얻어먹고 빈둥거리고 있었다. 선원들의 노동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보려고, 그들이 

밧줄을 당길 때 대열의 꽁무니에서 힘을 보태는 시늉을 해 보기도 했지만, 선원들은 나를 쫓아버렸다. 힘이 보태지지도 않

거니와, 거치적거려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라도 날까봐서 끼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파리를 쫓듯이 손

짓으로 나를 쫓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염치없게도 그들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그들의 노동을 관찰했다. 

그들의 노동은 거의 대부분이 밧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닻과 그물과 부표를 내리고 당기는 일이나 부표에 매달려 바

다에 뜬 다른 밧줄을 당기는 일들이 모두 당기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의 밧줄에 여러 명의 선원들이 매달려 있는

데, 그들은 지휘자도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앞에서 당기는 사람과 뒤에서 당기는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그물을 당기거나 닻을 들고 내릴 때, 갑판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은 전혀 말이 없는 가운데서 다른 동료들의 작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선원이 맨 앞에서 그물을 당기면 다른 선원들은 그의 일을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

를 민첩하게 이동했다. 그 모든 동작들은 물이 흐르듯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동과 재배치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의 동작을 보면 그 동작을 받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를 감각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는 노동과, 이심전심의 재배치가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전개되었다.

[나]

아래 그림은 노드*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네트워크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왼쪽 위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두 개의 연결된 노드로부터 출발하여, 각 네트워크 단계별로 하나의 새로운 노드(흰색 동그라미)가 추가된다. 새로운 노드

는 어느 노드에 링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연결선 수가 많은 노드를 선호한다. 이러한 연결 성향 때문에 네트워크 안

에 연결선 수가 많은 소수의 노드와 상대적으로 연결선이 적은 다수의 노드들이 나타난다.

*노드(node):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지점(그림 속 동그라미). 

[다]

Variations in the ways of life, ideology, traditions, clothing, arts, music, concept of time, and many other 

factors provide a basis for differences among cultures. Because of these differences, and the ethnocentric 

assumption that others see the world in the same way as we do, people are confronted with cross-

cultural misunderstanding. Cultures put forth such a powerful influence that many people demonstrate 

ethnocentrism, the tendency or belief in the superiority of one’s own ethnic group. In other words, 

ethnocentrism is judging other groups by the values of one’s own group. 

In reality, however, cultural differences are found in many differing living conditions, relationships, 

emotions, working styles, teaching, raising children, and ruling a society, to name a few. There are many 

cultural differences. Simply, some ways of life or habits that are practiced in eastern cultures may seem 

bizarre in western cultures, and vice-versa.

Nowadays, every day of lives, we connect with people vastly different from ourselves. We need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se differences to function effectively in our complex world. There is no doubt that we 

all learn from each other and grow with each other. We need to remove preconceived biases and learn to 

appreciate each other for the richness we as humans bring to relationships,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라]

하지만 그쪽도 곧 쉽지는 않았다. 교실을 꽉 찍어 누르는 듯한 분위기나 아이들의 어둡고 짓눌린 듯한 표정으로 보아서는 틀

림없이 파보기만 하면 그의 죄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도 도무지 마땅한 게 걸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아이들을 때

리고 괴롭혔지만 대개는 담임선생의 추인을 끌어낼 수 있는 꼬투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가 없이 아이들의 것을 먹고 썼지

만 그 형식은 언제나 아이들의 자발적인 증여였다.

오히려 석대를 관찰하면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담임선생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들이었다. 그에게 맡겨

진 우리 반의 교내 생활은 다른 어느 반보다 모범적이었다. 그의 주먹은 주번 선생님들이나 6학년 선도들의 형식적인 단속보

다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군것질이나 그 밖의 자질구레한 교칙 위반을 막았다. 그에게 맡겨진 청소 검사는 우

리 교실을 그 어떤 교실보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화단을 드러나게 환하게 했다. 또 그에게 맡겨진 실습 감독은 우리

의 실습지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강제 할당으로 우리 반의 비품은 그 어느 반보다 넉넉했고, 특히 교실 

벽은 값진 액자들로 넘쳐날 판이었다. 그가 이끌고 나가는 운동 팀은 모든 반 대항 경기에서 우리 반에 우승을 안겨주었고, 

‘돈내기’란 어른들의 작업 방식을 흉내 낸 그의 작업 지휘는 담임선생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부리는 반보다 훨씬 더 빨

리, 그리고 번듯하게 우리 반에 맡겨진 일을 끝내주게 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가 주먹으로 전 학년을 휘어잡아 

적어도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아이에게 얻어맞는 일은 없게 된 것도 담임선생으로서는 그리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 담임선생의 조용조용한 목소리가 멀리 하늘 위에서 뿌려지는 것처럼 내 귓전을 맴돌았다.

“짐작은…… 간다. 모든 게 맘에 차지 않겠지. 서울식과는…… 많이 다를 거야. 특히 엄석대가 급장으로서 하는 일은 어떻

게 보면 못돼먹고 거칠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이곳의 방식이다. 자치회가 있고, 모든 게 토론과 투표에 의해 결

정되고 급장은 다만 심부름꾼인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아니 서울 아이들같이 모두가 똘똘하면…… 오히려 학급

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마땅하겠지. 그러나 거기서 좋았다고…… 그게 어디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곳은 이곳의 방식이 

있고…… 너는 먼저 거기 적응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서의 방식이 무조건 옳고 이곳은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해. 굳이 그게 옳다고 고집하고 싶다면…… 너의 태도라도 바꿔. 네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반 아이들 모두와 싸우려 하거

나 외톨이로 빙빙 겉돌아서는 안 돼. 봤지? 오늘…… 육십 명 중 네 편은 단 하나도 없었어. 네가 꼭 석대를 급장 자리에서 

쫓아내고…… 우리 반을 서울에서 네가 있던 반처럼 만들고 싶었다면…… 먼저 그 아이들을 네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석대

가 이미 그 아이들을 휘어잡고 있어서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달려오기 전에 아이

들부터 먼저 네 편으로 돌려놨어야 했어. 그게 안 되니까 내게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석으니

까 선생인 내가 고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렸어. 설령 네가 옳더라도…… 나는 반 아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네가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 있을 것처럼…… 아이들의 그 지지란 것이 실상은 석대의 

위협이나 속임수에 넘어간 거짓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쨌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석대의 힘을…… 존

중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껏 흐트러짐 없이 잘돼 나가던 우리 반을……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흩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 

거기다가…… 어쨌거나 석대는 전 학년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통솔력 있는…… 모범적인 급장이다. 무턱대고 비뚤어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장점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새로…… 시작해 보아라. 석대와 경쟁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경쟁해라. 알겠니…….”

<중략>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더 무정하고 성의 없는 담임선생의 이상한 논리 앞에 앉았다가, 이윽고 쥐어짜다 만 

빨래 같은 몸과 마음이 되어 거기서 풀려났다. 

[마]

지배는 권위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의 권위는 대개 ‘전통적’이었다. 전통적이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서 권위를 물려받고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두 번째 권위의 원천은 ‘카리스마’였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천부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권위의 세 번째 

형태, 즉 근대적 의미의 권위는 ‘관료적’이고 ‘합리적’인 권위다. 법률을 근거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행

정 조직이 그 권위를 행사했다. 합리적 권위는 법령의 합법성과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공적인 권한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은 관료 조직이다. 관료제는 오늘날 통용되는 것처럼 지저분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성

취한 가장 발달한 형태의 조직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관료 조직의 기본 특징은 권리, 의무, 책

임, 권한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직무, 그리고 감독, 복종과 명령의 일원화라는 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그런 조

직은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과 기록, 그리고 직무별로 갖춰야 할 필요조건과 역량에 따른 인력 개발과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관료 조직이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각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이나 가족, 종교, 정치적 관계

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채용, 책무, 승진은 과거처

럼 가족 관계나 사적인 인맥이 아니라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17세기와 18세기 프로이센에서 시작된 근대식 공무원 채용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유럽의 선두에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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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직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제도가 함께 발전하면서 그 과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1855년에 만

들어진 영국의 중앙인사위원회가 바로 그런 사례이고, 1883년에 창설된 미국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을 채

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1874년에는 만국우편연합의 창설과 함께 국제적 공무 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세기 초 미국은 신종 사업의 개척자들 사이에서 노동 방식과 관료 조직이 동시에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조립 라인의 

기계화와 분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숙련 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시카고의 정육 통조림 공장은 

‘엄청난 노동 강도’를 자랑했다. 가축들이 도살장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망치로 죽인다. 그러면 곧바로 강철 집게로 이들

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가공 공정이 시작되는데,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는 등 모든 공정이 작업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

이고 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가축들은 소시지로 바뀌어 깡통 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간다.

정밀성, 속도, 명료성, 기록에 대한 이해, 영속성, 신중성, 엄격한 복종, 갈등 감소, 물적·인적 비용 감소 등을 가져온 이러

한 변화는 근대적 자본주의 대기업의 전형이 되었다. 행정 체계가 완벽하게 관료제 형태를 구축한 곳에 흔들림 없는 확고한 

권력 관계가 세워진다. 

[바]

높이 10미터 이상에 가로로 1킬로미터 이상 되는 긴 꼬리(롱테일, long tail)를 가진 공룡을 고객으로 간주해 보자. 그동안 

기업들은 ‘공룡의 머리’에서 수익을 내 롱테일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모델을 써 왔다. 그런데 미국의 디지털 주크박스업체 

이캐스트(e-Cast)는 자사가 보유한 1만 종의 앨범 중 분기당 한 곡이라도 팔린 앨범이 98퍼센트에 달한다는 걸 알아냈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비주류 상품들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었다.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비주류 상품이 대중적

인 주류 상품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캐스트 외에도 2004년 가을 미국의 인터넷서점 아마존도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꼬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점을 포함한 유통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늘 상품의 진열과 공간이다. 진열할 수 있는 품목엔 한계가 있

다. 잘 나가는 걸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한다. 나머지는 구석 아니면 창고에 두어야 한다. 좋은 곳에 진열만 되면 잘 

나갈 수 있는 상품도 초기의 선택에서 배제되면 영영 고객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좋은 자리에 진열하고자 

하는 영업 사원들은 유통업체를 상대로 사투를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 이게 바로 오프라인 매장

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좋은 자리는 있기 마련이지만, 오프라인에서처럼 생사를 결정

지을 정도로 절대적인 건 아니다. 책을 도서목록에 올리는 데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아마존이 다

루는 230만 종이 넘는 서적엔 차별이 없다. 검색 기능에 의해 공급자의 ‘진열’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가 지배하는 공정 경

쟁이 가능해진다. 머리와 꼬리의 차이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정치인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 다수 기부를 받는 것도 같은 전략이다. 2004년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초반 돌풍을 일

으켰던 전 버몬트 주지사 하워드 딘의 선거 참모였던 조 트리피는 “만약 631명의 부자들이 조지 부시를 선출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2백만 명이 각자 백 달러 이하씩만 모으면 그를 패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 전략이었다. 만약 오바마가 선거를 바로 몇 주 앞두

고 1억 달러의 모금 요청을 했다면 이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단돈 몇 달러라도 좋으니 할 수 있

는 만큼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반복해서 후원 요청을 했다. 즉, 티끌 모아 태산이 된 것이다. 인터넷

이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democracy)가 말 그대로 ‘데모스(demos, 민중)의 힘’이라면, 이 힘은 현 체제의 무능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힘이겠지만, 또한 그 힘은 새로운 권리를 창안하고 새로운 삶의 형식을 꾸리는 힘이기도 할 것이다. 자기 삶을 가

꾸는 대중들의 힘은 또한 체제의 무능을 고발하는 힘이고, 또 새로운 권리를 창안하는 힘이다.

오랫동안, 적어도 플라톤 이래로, 서구의 사상은 정치가를 ‘좋은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 왔다. 정치학은 ‘좋은 목자’를 선별하

는 기술로 축소되곤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인민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육

성해 줄 좋은 대표를 찾는 일인 것처럼 간주되곤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좋은 목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대중이 양떼로 

전락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삶을 가꾸는 능력이 없을 때, 대중은 삶을 지배하는 권력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대중

은 무능과 두려움 속에서 이 대표, 저 대표를 갈아타는 일만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운명은 결국 엘리트

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데모스의 힘’이 아닌 ‘엘리트의 힘’이 민주주의의 역량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점에서 민주주의, 즉 ‘데모스의 힘’을 군주나 귀족이 휘두르는 통치 권력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치 권력을 누

가 행사하느냐 이전에 그 권력이 어떤 힘이냐도 중요하다. 미셀 푸코는 복종을 전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근대 주권 이론을 

비판하면서, ‘저항하지만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저항 형태’, ‘새로운 실존과 조직화의 형식으로서, 불복종이라는 말로는 포

착할 수 없는 일관성과 연대의 운동’을 사유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삶의 새로운 실존 형식, 새로운 조직화 형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지배와 명령의 거부가 또 다른 지

배와 명령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의 형식, 복종과 의탁이 아니라 자기 지배와 자기 배려가 이루어지는 삶의 형식, 복

종이 아닌 평등한 협력을 통해 큰 힘이 발생됨을 알려 주는 삶의 형식을 발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집권자의 고민’(통치력)이나 ‘집권자가 되기 위한 고민’(권력 획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즉 ‘데모스의 힘’은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

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 권력조차 그런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크기로 표현될 것

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래한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싸움은 우리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과, 이 권

력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대안적 형식의 발명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마], [바]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논제 Ⅲ]  도서 구매자의 구매패턴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서점만 이용하는 100명과 오프라인 서점만 이용하는 100명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

를 했다. 동일 분야의 책A와 책B의 구매 여부를 조사했는데, 책A는 인기도서이며 책B는 비인기도서다. 온라인 서점 이용자에 대

한 조사 결과, 책A 구매자의 3/4이 책B도 구매했으며, 책A 비구매자는 모두 책B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B 구매자들 

중 책A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은 3/4이었다. 한편, 오프라인 서점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책A 구매자의 1/4, 책A 비구매자

의 1/2이 책B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B 구매자들 중에서 책A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은 2/3였다.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

인 서점에서 책A만 구매한 자, 책B만 구매한 자, 책A와 책B를 모두 구매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자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두 시장에서의 구매패턴을 제시문 [바]를 근거로 서술하시오.  

[수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출제개요(사회계열 II)

2016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Ⅱ 수시 논술고사의 주제는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이다. 조직이나 집단은 중심이나 위계질

서를 통해 구성할 수도 있고, 중심 없이 주변의 연대와 협력, 상호성에 따라 구성될 수도 있다. 수험생들이 조직이나 집단의 구

성 방식의 차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포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했다. 또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영어 지문,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

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제시문 [가]는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선원들을 통해 중앙이 필요 없는 주변부의 자율

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연결선이 많은 중앙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가 나뉘게 되어 중앙 집중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다]는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주변의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라]는 초등학교 교실이 권력을 혼자 독점한 인물(엄석대)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는 정부 조직의 핵

심인 관료제를 옹호하며 중앙 집권적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는 주변에 해당하는 비주류 상품이나 소액 다수에 집

중한 경영-정치 전략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

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능

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논제Ⅰ]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

다. 중앙이 주변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 구성과 중심 없이 주변부의 자율적 능력과 협력을 강조하는 조직 구성이 있

을 수 있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중앙과 주변 간의 위계를 두는 조직과 분권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으로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Ⅱ]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중심-주변의 분할 방식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데모스

의 힘’으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대안적 삶과 자율적 주권을 지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료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액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하다.

[논제 Ⅲ]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률과 분포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에 대

한 확률 정보를 주고 분포 표를 도출하게 하여 확률과 분포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측정해 보았다. 또한 분포 표를 지문과 연결

하여 해석하는 질문을 통해 통계 자료를 활용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았다. 

이는 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이다.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김훈(2015),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pp. 133~134.

 제시문 [나] 바라바시 A. L.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2015), <링크>, 동아시아, p. 145.

 제시문 [다] Leo Parvis(2013).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in today’s complex world, Embrace Publications & Consulting,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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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라] 이문열(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 pp. 27~43.(금성출판사, 교학사, 민중서림 등 <고등학교 문학> 참고.)

 제시문 [마] 모이제스 나임 지음, 김병순 옮김(2015), <권력의 종말>, 책읽는수요일, pp. 92~95.

 제시문 [바] 강준만(2015), <독선사회>, 인물과사상사, pp. 267~269.

 제시문 [사] 고병권(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pp. 109~111.

 <참고> 영어 제시문 [다] 국문 요약

  음식, 의상, 예술 등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문화 간 차이를 만든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집단이 가장 우월하다는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져, 다

른 집단을 자기 집단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려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생활 조건, 노동 방식, 감정의 표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

다. 문제는 어떤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매일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편견을 버리고,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

 예시답안(사회계열 II)

[논제 Ⅰ]  위의 제시문들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 [라], [마]는 조직 내에서 중앙이 주변부에 대해 강한 영

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가], [다], [바]는 중앙보다는 주변부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며, 주변부의 자율적 능력을 지지한

다. [나]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이 많은 중앙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가 나뉘며 중앙 집중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라]

는 초등학교 교실이 주먹 센 석대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는 정부 조직의 핵심인 관료제를 긍정하

며 중앙 집권적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는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선원들을 통해 중앙이 필요 없는 

주변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는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주변의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바]는 주변에 해당하는 비주류 상품이나 소액 다수에 집중한 경영-정치 전략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496자]

[논제 II]  제시문 [사]는 ‘데모스(민중)의 힘’으로 해석되는 민주주의의 힘은 ‘좋은 대표’를 찾아 헤매는 일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꿈으로써 새로운 삶의 형식을 발명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권력 획득이나 권력 선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를 제한하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대안적 삶과 자율적 주권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마], [바]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마]는 ‘관료적’ 성격의 근대적 권위가 가장 발달한 조직 형태이자 자본주의 사회에 적

합한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일관적이고 동일한 규칙과 질서를 적용하여 효율성과 체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관료적 근대 조직은 개인이 갖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관료 중심

의 권력 집중과 위계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한편 정치인에 대한 소액 다수 기부 전략을 다룬 제시문 [바]는 다수의 시민이 대표

자 선출이라는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러한 정치 참여 행위는 결국 자

신의 민주적 실천 행위를 권력 획득이나 권력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대안적 삶이나 권력을 

뛰어넘는 자율적 주권을 발명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81자]

[논제 III] 온라인 서점에서 책B 구매자들 중 책A를 구매한 사람의 비율이 3/4이므로, 

 

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책A 구매자의 3/4이 책B를 구매했고, 책A 비구매자 모두 책B를 구매했으므로, 

 책A의 구매자의 수를 X라고 하면, 이며, 이다. 

 
이를 이용하여 이다. 

  이를 풀면, 책A 구매자 수와 비구매자 수는 각각 80명과 20명이다. 그리고 책A의 구매자 중 책B 구매자와 비구매자는 각각 60명

과 20명이다. 또한 책A 비구매자 중 책B 구매자와 비구매자는 각각 20, 0명이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프라인 서점의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매패턴 온라인 서점(명) 오프라인 서점(명)

책A 구매, 책B 구매 60 20

책A 구매, 책B 비구매 20 60

책A 비구매, 책B 구매 20 10

책A 비구매, 책B 비구매 0 10

  위 표를 보면 인기도서인 책A의 경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80명이 구매했다. 하지만 비인기도서인 책B의 경우, 

온라인 서점에서는 80명이 구매했으나 오프라인에서는 30명만 구매하여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오프라인 서점은 인기도서와 비인

기도서의 판매 차이가 큰 반면, 온라인 서점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온라인에서 주류 상품과 비

주류 상품의 차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제시문 [바]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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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 I

 출제문제(자연계열 I)

수학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 

을 만족하는 실수 , 이 존재한다. 이때 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한편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  

을 만족하는 실수 , 이 존재한다. 

이때 를 의 덧셈에 대한 역원, 을 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한다.

[나]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에 대한 명제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한 방법으로, 다음 (i), (ii)를 증

명하면 된다.

(i) 이 성립한다.

(ii)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성립한다.

자연수 에 대한 명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앞의 수학적 귀납법 (i)에서 

대신 이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다]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첫째항과 임의의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수열 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의 값과 에서 을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열 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고 한다. 이때 과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무한수열 에서 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의 값이 일정한 수 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은 에 수렴

한다고 한다. 이때 를 무한수열 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라] 

함수 에서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할 때, 이 함수의 평균변화율의 극한값 이 

존재하면,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하며, 이 극한값을 함수 의 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이라 한다. 또, 함수 가 어떤 구간 안의 모든 점 에서 미분가능하면,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미

분가능하다고 한다.

[마]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와 가 일 때, 다음 부등식

이 성립하고, 이 부등식은 여러 가지 부등식을 증명할 때 많이 이용한다.

[논제 I]  제시문 [가] ∼ [마]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양의 실수 , 에 관하여, 연산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리고 실수 , 에 관하여, 를 이면 이고, 이면 라고 정의하자.

[논제 I-1] 양의 실수 , 에 관하여, 이고 임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는 곱셈에 대한 의 역원을 나타낸다.) (8점)

[논제 I-2] 양의 실수 , , , 에 연산 을 계속 적용하여,

, , , , 

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다음 등식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함을 [논제 I-1]의 결과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논

술하시오. (12점)

 

[논제 I-3]  양의 실수 가 주어졌을 때, 수열 을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하자.

, 

위 수열 의 극한값을 에 대응시키면 함수 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함수 를 구하고, 의 미분가능성을 조사하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논제 I-4] 구간 에서 함수 

에 관하여 다음 부등식 이 성립함을 논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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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물리)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는 충돌하는 물체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속도가 변하고, 따라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나]

균일한 자기장과 대전된 입자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대전 입자는 자기력에 의해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때 구심력은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과 같다.

[다]

대전된 입자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입자의 전하량과 전기장에 비례하는 전기력을 받는다.

[논제 II-1]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그림 1]과 같이 질량 인 물체 1이 의 속도로, 정지해 있는 질량 인 물체 2를 향해 이동하여 1차원 직선상에서 탄성 

충돌한다. 충돌 후 물체 1의 속도 와 물체 2의 속도 를 두 물체의 질량 , 와 충돌 전 물체 1의 속도 로 표현

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물체의 크기 및 물체와 지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 (8점)

[그림 1]

(2)  [그림 2]와 같이 물체 1이 속도 로 정지해 있는 두 물체를 향해 이동한다. 물체 1이 물체 2와 첫 번째 충돌을 한 

후, 연쇄적으로 물체 2는 질량 의 물체 3과 두 번째 충돌을 한다. 두 번째 충돌 직후 물체 2는 다시 정지하고 물

체 3의 속도는 가 된다. 모든 충돌이 1차원 직선상에서 일어난 탄성 충돌이라고 할 때, 물체 1, 2의 질량 , 

가 각각 몇 인지 논술하고 첫 번째 충돌 직후 물체 1의 속도 가 몇 인지 논술하시오. (단, 물체의 크기 및 물체

와 지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 (12점)

[그림 2]

[논제 II-2]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질량 과 전하량 를 갖고 정지해 있는 입자 1이 전위차 에 의해 가속된 후, 균일한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이 인 반원

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질량 과 전하량 를 갖고 정지해 있는 또 다른 입자 2가 같은 전위차에 의해 가속된 후, 같은 자

기장에 의해 반지름이 인 반원을 따라 이동한다. 두 입자 1, 2의 질량비 이 얼마인지 논술하시오. (8점) 

[논제 II-3] 제시문 [나],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림 3]과 같이 입자 1, 2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동시에 들어가 입자 1이 반지름 인 반원 궤도를 따라 이동하고 입자 2가 반지

름이 배인 의 반원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 이때 입자 1, 2가 자기장 영역에서 반원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은 로 같다. 자기장 

영역에서 나온 입자 1, 2는 곧바로 균일한 전기장 영역으로 동시에 들어가, 거리 만큼 직선 운동을 한 후 동시에 나왔다. 입자 1, 

2가 전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 , 로 표현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

오. (12점)

[그림 3]

과학(화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육류 제품을 가공할 때 첨가하는 아질산 나트륨(NaNO2)은 고기의 색을 붉게 유지하고,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균인 클로스

트리듐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 대해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육가공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생길 수 있는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준 함량과 관련된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육가공품의 색이 붉게 유지되는 것은 아질산 나트륨으로부터 분해된 부산물인 일산화 질소(NO)가 고기에 

함유된 헤모글로빈(Hb)의 철과 결합하여 일산화 질소 헤모글로빈(HbNO)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10 ppm 정도로 

낮은 아질산 나트륨의 양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산화 질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가 산소(O2)나 일산화 탄소(CO)

에 대한 친화도보다 수백 배 강하여, 일산화 질소와 헤모글로빈이 강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학 

평형 상태에서 이 값을 평형 상수( )라고 하며, 반응물 와 가 반응하여 생성물 와 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는 각 물질의 평형 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역반응의 평형 상수는 정반응의 평형 상수와 역수 관계가 성립하며, 전체 반응의 평형 상수는 각 단계 반응의 평형 상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평형 상태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를 평형 이동 법칙이라 한다. 이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

운 평형에서의 평형 상수는 처음 평형에서의 평형 상수와 같다. 

[다]

결합을 이룬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값을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 화학자 폴링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전기 음성도를 정하였다. 같은 족에 

속한 원자들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주기에 속한 원자들의 경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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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기율표 18족의 안정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18족 원소 이외의 원자들이 전

자를 잃거나 얻거나 또는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이는 이온의 형성이나 공유 결합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마]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결합에 참여한 공유 전자쌍과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 드러나도록 표시한 화학식이다.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원자들은 중심 원자와 일정한 각을 이루는데, 

이러한 결합각은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원리는 1940년에 영국의 화학자 시지윅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한 분자 내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끼리는 서로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여서 가능하면 멀리 떨

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다. 공유 결합 분자에서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주변의 공

간을 더 차지하게 되므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논제 II-1]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일산화 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HbCO로 표현하여, 일산화 탄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고 하자. 

Hb(aq) + CO(aq) ⇄ HbCO(aq)

  일산화 질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HbNO로 표현하여, 일산화 질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평형 반응

식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평형 반응식을 이용하여 “25℃, 1 기압에서 일산화 질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가 일산화 탄소

에 대한 친화도보다 190배 강하다”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평형 반응식을 기술하고, 그 평형 상수 값에 대해 논술하시

오. (10점)

(2)  25℃, 1 기압의 평형 상태에서 일산화 탄소의 농도가 일산화 질소의 농도보다 10배 높은 경우, HbNO와 HbCO의 농도의 비가 

얼마인지 논술하시오. 이때 일산화 탄소의 농도가 HbCO의 농도의 50배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평형 상태를 HbNO와 HbCO

의 농도가 같아지는 평형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측정된 일산화 탄소의 농도를 몇 배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지 논

술하시오. (10점) 

[논제 II-2] 제시문 [다] ~ [마]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삼플루오린화 붕소(BF3)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산소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갖는다. 삼플루오린화 붕소를 루이

스 전자점식 구조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붕소가 산소 화합물과 안정한 생성물을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그리

고 삼플루오린화 붕소가 삼염화 붕소(BCl3)보다 산소 화합물에 대한 친화도가 큰 이유를 논술하시오. (10점) 

(2)  삼플루오린화 붕소와 메탄올(CH3OH)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하면, 물질의 구조 및 결합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붕소(B)와 

산소(O)를 중심 원자로 하여 논술하시오. (10점)

과학(생명과학)

Ⅱ.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엽록체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와 효소가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에너지를 받아들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NADPH와 ATP)를 생

산하는 과정이고,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산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 탄소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나] 

식물의 광합성에서 화학 에너지의 생산은 광계 II와 광계 I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광계 II가 빛을 받아 시작된 전자 전달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광계 I로 전달된 전자가 다시 빛을 받아 고에너지 상태가 되어 또 다른 전자 전달계를 거쳐 

NADPH를 만드는 과정이 비순환적 광인산화이다. 또한 광계 I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다시 광계 II에서 이용된 전자 전달계

를 거쳐 ATP를 만드는 과정을 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다]

세포는 인지질 2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

절한다. 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삼투, 능동 수송 등이 있다. 단순 확산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

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체와 같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 수송에 이용된다. 촉진 확산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

하지 못하는 물질이 수송 단백질의 도움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포도당 등의 수송에 관여한다. 삼투는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능동 수송은 세포막의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이며, 에너지가 필요하다. 

[라]

대부분의 세포에서 건조 중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다. 단백질은 몸의 주요한 구성 성

분일 뿐만 아니라, 효소 등의 성분으로서 물질 대사나 생리 조절 작용 등 생명 현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도록 도와준다. 효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이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 효소의 기능

은 온도에 민감한데, 일반적으로 최적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

에서는 활성이 감소한다.

[마]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생물의 구조와 기능, 행동, 생활 습성 등이 변화되는 현상을 적응이라 한다. 온도는 생물의 물질 대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온도가 낮거나 높아져 생활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생물은 다양한 형태로 적응하려고 한다. 

[바] 

진화는 생물 집단의 특성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윈의 진

화론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종은 변하고 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자연선택 때문이다. 집단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질이 

다른 변이가 발생하고, 이들 간에는 적응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개체들의 자손이 생존에 더 

적합하여 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논제 II-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정상 식물에 비해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작동하는 식물과 순환적 광인산화만 작동하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광합성의 차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점)

(2)  어떤 식물 개체군 내에서 다른 개체보다 광합성량이 적은 개체가 있어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엽록체에 있는 ATP 합성 효소

에 돌연변이가 있어 ATP의 합성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상 식물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산화 탄소, 산소, 물의 수송 방

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정상 식물에 비해 이 돌연변이 식물의 엽록체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 물질들의 이동이 어

떻게 다를지 예측하여 논술하시오. (단, 엽록체 외부에서 내부로의 ATP 수송은 없고, 정상 식물과 돌연변이 식물에서 ATP 합

성 효소 외 나머지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12점)

[논제 II-2] 제시문 [가] ∼ [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최근에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도와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빛의 세기가 일정한 경우, 온도를 5℃ 증가시키면 광합성량이 10% 증가하고,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0.05%에서 0.1%로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20%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세포막 유동성이 물질 

수송과 광합성 효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술하시오. (10점) 

(2)  식물의 광합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

록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최적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단백질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고

온의 사막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개발하여 사막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식물 개체군이 최적온도 이상의 고

온 환경에 충분히 오랜 기간 놓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을지 단백질과 관련지어 예측하여 논술하시오. 

(단, 온도 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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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개요(자연계열 I)

[논제 I] [수학]

논제 I의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학의 실수의 연산 및 실수의 대소 관계, 삼각함수, 수학I의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

납적 정의, 수열의 일반항, 무한수열의 극한, 수학II의 함수의 미분가능성, 적분과 통계의 정적분의 성질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논제들을 제시하였다. [논제 I-1]에서는 제시한 연산에 관한 성질을 실수 연산의 성질 및 양의 실수의 대소 관계를 바탕으

로 논술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에서 도입된 실수들에 관한 연산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연산을 제시하고, 논리적인 사

고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다. 논리적인 사고 전개에 대해 [논제 I-2]에서는 제시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연산의 결과가 만족하는 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하도록 하였다. [논제 I-3]에서는 제시한 연산에 의

해 정의된 수열의 점화식에 관하여 그 일반항을 [논제 I-2]의 결과를 이용하여서 구하고,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찾는 과정을 서술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극한값을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미분가능성에 관하여 논술하도록 하여서 확산적 사고 및 

수학적 추론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제 I-4]에서는 주어진 실수 값 에 대하여 와 의 값의 대소 관계 및 [논

제 I-1]의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한 연산과 관련된 정적분의 값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함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도록 하였다.

[논제 II] [물리]

논제 II의 과학-물리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과정 중 “힘과 운동” 단원에서 배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물체들 사이에 충돌 현

상에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 하였다. 탄성 충돌 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 된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충돌하는 물체의 질

량과 충돌 전과 충돌 후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또한 고등학교 물리 교과과정 중 “전기와 자기” 부분에서 다루는 균일한 

자기장과 전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에 관한 문제를 출제 하였다. 균일한 자기장과 전하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전하는 자

기력에 의해 등속 원운동을 하고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는 전하량과 전기장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대전 

입자의 질량과 운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출제된 문제는 모두 고등학교 물리 I, 물리 II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물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화학]

논제 II의 과학-화학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화학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응용하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1에서는 시

사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식품첨가제 아질산 나트륨에 대한 역할을 주제로,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의 “화학 평형” 단원에서 다루

고 있는 평형 개념과 평형의 이동에 관한 응용력을 평가하도록 출제하였다. 헤모글로빈의 기체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를 평형식으

로 이끌어 내고, 동일한 온도에서 평형 상태가 이동하여도 평형 상수 값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여 농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

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논제 II-2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I 교과서의 “개성 있는 원소”와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에서 다루는 원자

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 분자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출제하였다. 원자들이 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이루고 분자를 형성하는

지를 원자의 고유한 성질로부터 그 해답을 찾고, 이를 통해 붕소와 산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의 원리를 유추하도록 하였다. 또

한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 현상이 분자의 반응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결합의 변화에 따라 분

자의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명과학]

논제 II의 과학-생명과학에서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I의 단원인 생명의 특성,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 세포의 생명 활동과 생명과

학 II의 단원인 세포막, 엽록체의 기능(광합성), 유전 정보의 특성, 진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논제들을 제시하였다. 논

제 II-1에서는 생물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부터 받아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광합성에 대하여 그 원리와 기본 개념, 반응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2에서는 광합성에 과정에는 다

양한 종류의 단백질과 화학반응에 의해 일어남을 이해하며, 이들에 의해 광합성이 조절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물질 수송과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고, 단백질은 DNA서열에 따라서 암호화 되어 있고 DNA서열의 변화

에 의해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가 바뀌어 자연선택 되고, 결국 진화에도 연결됨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수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고등학교 수학, 2008, 지학사, 신항균 외 4인, pp42

 제시문 [나] 고등학교 수학I 2009, 금성출판사, 정상권외 8인, pp140-142

 제시문 [다] 고등학교 수학I 2009, ㈜미래엔, 유희찬 외 12인, pp152-153, pp173

 제시문 [라] 고등학교 수학II, 2009, 두산동아, 우정호 외 7인, pp123

 제시문 [마]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2009,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외 12인, pp37,pp50

 [물리]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39.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 58. 

EBS 물리 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23. 

EBS 물리 I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28.

 제시문 [나]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150.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148. 

EBS 물리 II 김상욱 외 5인(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p. 99.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94. 

고등학교 물리 II 곽성일 외 7인(2011), 천재교육, p. 108.  

고등학교 물리 II 김영민 외 7인(2011), 교학사, p. 127.

 [화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상상아카데미, p. 142.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교학사, p. 245.

 제시문 [나] 권기섭 외(2014), “EBS 수능특강 화학 II”, 한국교육방송공사, p. 117-118, 120.

 제시문 [다]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교학사, p. 102. 

 제시문 [라] 고형석 외(2014), “EBS 수능특강 화학 I”, 한국교육방송공사, p. 102.

 제시문 [마]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상상아카데미, p. 137, 140-141.

 [생명과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88-105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62-91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104-117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72-84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61-71

 제시문 [나]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98-101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82-84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111-112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천재교육, p79-80 

이길재 외 (2013),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68-79

 제시문 [다]  권혁빈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22, p36-41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주)교학사, p32 

박희송 외 (2014),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주)교학사, p33-34, p39-44 

심규철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I』, 비상교육, p40-47 

이준규 외 (2015), 『고등학교 생명 과학 I』, 천재교육,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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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답안(자연계열 I)

수학

[논제 I-1] 이다. 

위에서 이고 이므로, 이고 이다. 

따라서 이다. 

역원의 정의에 따라서,  임을 보이자. 

 

[논제 I-2] 먼저 으로 두자.

일 때, [논제I-1]의 결과로부터 (명제)가 성립한다. 

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므로, 

이다. 

(명제)가 일 때 성립하므로, 이고

이를 이용하면 이고,  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 

[논제 I-3]  [논제I-2]의 결과를 이용하면, 이다.

일 때, 이다.

일 때, 이므로, 이다.

수열 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일 때,  

 일 때,  

일 때, 이다.

함수 는  구간에서 분모가 0이 아닌 유리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고, 에서 상수함수이므로 미분가능하다. 

에서 미분가능한지의 여부를 보이기 위해서 다음 극한값들을 구하여보면

이고, 위에서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는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논제 I-4]  [논제I-1]의 결과를 이용하면,

, , , 이다. 

그리고 에서 이고, 에서 이므로,

 ( ) 이고  ( )

이다. 이를 이용하면, 각 구간에서 , 이므로

에서 이고, 에서 이다. 

따라서

 이고, 

이므로, 부등식이 성립한다.

과학(물리)

[논제 II-1] (1)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한다. 

 
  (식 1)

 ((식 1)로부터)  (식 2)

 탄성충돌이면 전체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보존된다. 

   (식 3)

 ((식 3)으로부터)  (식 4)

 (식 2), (식 4)로부터 ,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답) (식 5)

   (답) (식 6) 

(2)  (물체 2가 정지한 물체 3에 충돌하는)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식 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식 7)

 두 번째 충돌 직후 물체 2는 정지하여 이므로, 

 을 (식 7)에 대입하면 이다. (답)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충돌에 대해서 (식 6)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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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8)

 (식 8)에서 물체 3의 충돌 후 속도 를 대입하면 를 얻는다. 

 (물체 1이 정지한 물체 2에 충돌하는) 첫 번째 충돌에 대해서 

 첫 번째 충돌 직후의 속도 는 두 번째 충돌 전의 속도 와 같다. 

 따라서 , 를 (식 6)에 대입하면 이고 

 을 얻는다. (답)

 첫 번째 충돌에 (식 5)를 적용하여 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답)

[논제 II-2] 이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같은 방법으로 을 얻는다.

따라서 이다. (답)

[논제 II-3]  자기장 영역에서 입자 2( )의 이동거리가 입자 1( )의 3배이므로 의 속력이 보다 3배 크다. 

에서 이고 로부터 전기장 영역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이다. 

이 때 의 반지름과 속력이 각각 의 3배이므로 전기장 영역에서 과 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전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시간을 라고 하면 전기장 영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과 의 속력 과 를 아래처럼 얻을 수 있다.

 (식 9),  (식 10)

또한 과 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로 같으므로 전기장 영역에서 평균 속력이 아래와 같다.

  (식 11)

(식 9∼11)로부터 , 이고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 을 구하면

에서 이다.

입자 이 전기장 영역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에서 이다.

여기서 이므로 이다. (답)

과학(화학)

[논제 II-1] (1)  일산화 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반응의 평형식을  ⇄ 로 표현하였으므로, 일산화 질소와의 평

형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일산화 질소와 일산화 탄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평형 반응식에서의 KNO 값이 KCO보다 

190배 크다고 표현할 수 있다. 

 ⇄ , 

 ⇄ , 

즉, 

 이는 HbCO와 HbNO 사이에서의 평형 반응을 의미하므로, 실험 결과를 설명할 평형 반응식은

  ⇄ 라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평형 상수는 이다. 

 (아래와 같이 평형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 , )

(2)  CO의 농도가 NO에 비해 10배 많은 경우, [CO]/[NO] = 10 이므로, 이에 따른 [HbNO]/[HbCO]의 값은 평형 상수의 식으로부

터 19라고 유추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표현한 평형 반응식을 기준으로, [HbNO]와 [HbCO]를 같아지도록 평형을 이동시키

려면 HbNO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반응을 유도해야 하므로, CO의 농도는 증가시켜야 한다. 초기 평형에서 [CO] = 

[HbCO] 로 측정되었으므로, [HbCO] = 라 하면, [CO] = , [NO] = , [HbNO] = 라 할 수 있다. 배로 CO를 증

가시키면 [CO]의 농도는 로 변화하게 된다. 새로운 평형에서 [HbNO]와 [HbCO]의 농도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각 농

도에서 만큼이 변화하여 의 농도가 됨을 예상할 수 있다. HbNO가 감소한 만큼 [NO]는 증가하여 의 농도가 

되고, HbCO가 증가한 만큼 [CO]는 감소하여 로 변화했을 것이다.

 ⇄ 

초기

변화

평형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상수는 190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평형 상수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로부터, , , 즉 CO의 농도를 배로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논제 II-2] (1)  삼플루오린화 붕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붕소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세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플루오린은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

으므로 각각 한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세 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중심 원자인 붕소는 가

장 바깥 전자껍질에 6개의 전자를 채우고 있으므로, 옥텟 규칙에 따라 전자를 얻어서 8개의 전

자를 채우는 안정한 화합물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산소 화합

물과 결합하여 전자 두 개를 얻는 반응을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고등학교 화학 I 교재에서 발췌

한 제시문 [다]∼[라]의 내용에 따르면, “삼플루오린화 붕소(BF3)와 삼염화 붕소(BCl3)의 산소에 

대한 친화도 차이는, B-F와 B-Cl 결합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붕소와 플루오린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붕소와 염소 

사이의 것보다 크므로, 공유 전자쌍이 더욱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BF3의 붕소 중심 원자

가 BCl3의 붕소 중심 원자보다 더 큰 부분 양전하(δ+)를 띠게 될 것이므로 BF3가 산소의 공유 전자쌍과 결합하려는 친화도

가 BCl3에 비해 더 크다.”의 논리적 전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지식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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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플루오린화 붕소는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에서처럼,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공유 전자쌍 세 개만 존재하므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며 120°의 결합각을 이루고 있다. 메탄올과 반응이 진행되면, 붕소 주변에

는 네 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며, 네 개의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고, 109.5°

의 결합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메탄올(CH3OH)의 산소 주위에는 비공유 전자쌍 두 개와 결합 원자 두 개(C와 H)가 존재하므

로 굽은형 구조를 가진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각은 104.5°를 이루게 된다. 붕

소와의 반응이 진행되면, 중심 원자 O 주변에는 세 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며 비공유 전자쌍 한 개가 존재하므로 삼각뿔형

을 이루며, 결합각은 107°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과학(생명과학)

[논제 II-1] (1)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반응의 결과 암반응에 필요한 ATP와 NADPH를 합성하게 된다. 광계 II가 

빛을 받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방출되며, 이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 이동하면서 일부 에너지는 ATP를 만들고 이후 광

계 I로 이동한다. 광계 I에서 빛을 받아 고 에너지 전자가 방출되고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이동하며 NADP+로 전달된다. 그 결

과 NADP+가 NADPH로 환원된다. 이를 비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하지만, 엽록체에 ATP가 부족할 경우 광계 I이 빛을 받

아 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전자가 다시 광계 II와 광계 I사이의 광계 II가 이용하는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순환하여 약간의 

ATP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광계 I로 되돌아오는 경우 이를 순환적 광인산화라 한다. 따라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날 경

우, 정상 식물에 비하여 ATP 합성이 부족하여 광합성량이 감소할 수 있다. 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날 경우, 암 반응에 필요한 

NADPH가 합성되지 않으므로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

(2)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 수송은 세포막의 성질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산화 탄소와 산소 같은 기체의 경우 

단순 확산에 의하여 세포막 사이를 통해 수송되며, 대부분의 물은 주로 삼투에 의하여 수송된다. 광합성의 단계를 보면 물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광분해되어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며 산소를 만든다.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수소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해 ATP가 합성되고, 이후 이산화 탄소가 고정되어 탄수화물을 만든다. ATP 합성 효소의 돌연변이로 ATP 합성이 억제 

되어도 명반응에서 물의 광분해는 일어나므로, 삼투에 의해 물이 계속 엽록체 내로 들어온다. 이에 따라서 산소도 계속 발생

하여 산소의 양이 증가하므로 산소는 확산에 의해 계속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ATP 부족으로 탄수화물 합성 반응은 억제되므

로 이산화 탄소 소모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엽록체 내로 확산되는 수송은 감소한다.

[논제 II-2] (1)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온실 효과가 나타나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상승하였다. 온도는 분자 운동과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 탄소는 광합성의 반응물이므로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

친다. 세포막을 포함하여 생체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고 유동성을 가진다. 유동 모자이

크 모형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단백질이 다양하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것으로 이 모형은 세포막

의 선택적 투과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광합성의 반응물인 이산화 탄소와 부산물인 산소는 인지질층을 직접 투과하는 단

순 확산에 의해 수송된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막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체의 교환 속도가 증가하므로 광합성 효율

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삼투압(P=CRT; C:농도, R: 기체 상수, T: 절대 온도)이므로 온도가 상승하면 삼투압이 증가하므로 광

합성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온도의 상승은 이들 인지질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물질의 수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 광합성에 필

요한 이산화 탄소의 수송과 부산물인 산소의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져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며, 삼투에 변화를 주어 물 수송

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온도의 상승은 유동성을 증가시켜 결국 광합성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산화 탄소 농

도는 막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의 증가는 단지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속도가 

증가해 이산화 탄소가 세포 내로 많이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광합성의 암반응에 이용되어 광합성량을 증가 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온난화에 의해 이산화 탄소 양과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유로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조건에 따르면 온도가 상승하며 광합성량이 감소하였다. 식물에 따라 최적의 온도는 다를 수 있으나, 온도가 올라 갈수록 최

적의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광합성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관여 하는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기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촉매 

작용을 한다. 그런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효소의 활성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에

게도 최적의 온도가 있다. 이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며 광합성량의 증가를 보이지만 그 온도 이상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급격

히 감소하게 된다. 이들의 최적의 온도는 그 식물이 놓여 있는 환경에 적당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식물이 살아가는 조건의 온

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고, 물질 대사를 촉진하며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한다. 

특히 효소의 경우 최적 이상의 고온에서는 활성이 감소하거나 변성 될 수 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DNA의 염기 서열

에 암호화 되어 있다. 따라서 DNA의 다양한 변이에 의해 효소를 암호화 하고 있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가 최적 

온도가 증가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고온 저항성이 증가한 개체는 이러한 환경에 적합하여 생존에 더 유리하므로 자손을 남길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고온에서도 효소의 활성이 보존 되거나 더 높은 활성을 보일 수 있는 단백질 효소를 가진 식물

이 자연선택 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변이가 발생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개체군

의 유전자풀에 변화가 발생하여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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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 II

 출제문제(자연계열Ⅱ)

수학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함수 가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이고 이면 와 사이의 임의의 값 에 대하여 인 가 

열린 구간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속함수의 성질을 중간값의 정리라고 한다.

[나]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의 중심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라고 할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2) 이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접한다).

(3) 이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보조정리집”에서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설명하였다. 셀리논(Salinon)이라 이름 붙

인 도형은 아래 그림의 색칠한 부분과 같이 선분 , 선분 , 선분 , 선분 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네 개의 반원으

로 둘러싸인 도형이며, 이때 이다. 셀리논의 넓이는 선분 를 수직이등분하는 선분 가 지름인 원의 넓이와 

같다. 

[논제 I]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논제 I-1]   좌표평면 위의 점  을 지나고 축과 이루는 각이 

 인 직선이 원 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와 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2]  아래 그림의 색칠된 도형은 제시문 [다]의 셀리논이다. 점 를 지나는 직선이 호 에 접할 때 그 접점을 라 하고, 호 에 

접할 때 그 접점을 라 하자. 여기서 각 의 크기를 , 각 의 크기를 라 하자. 그리고 이다. 이때 다음 질문

에 답하시오.

(1)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논술하시오.

 그리고 인 경우 선분 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15점)

(2)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 가 존재함을 제시문 [가]의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3)  점 를 지나는 직선이 호 와 점  이외의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과 선분 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라 하고, 이 

직선이 셀리논에 포함되는 부분의 길이를 라 하자. 이때 포함되는 부분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는 

각 선분 길이의 합으로 한다. 인 경우 를 의 식으로 나타내고,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그 과정과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과학(물리)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정지해 있는 전하에 다른 전하를 가까이하면,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때 비례 상수는 이다. 이러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 단위 

양전하 를 놓았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으로 정의한다. 어느 

한 점에 고정된 가벼운 실에 질량을 가진 추를 매달아 왕복 운동을 시키는 것을 진자라고 하며, 그 진폭이 매우 작은 경우

를 단진자라고 한다. 이때 매달린 추가 전하량을 가지면서 전기장의 영향 안에 놓여 있을 때에는, 전기력과 중력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

[나]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첩되면, 파동이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들어진 합성파를 정상파라고 한다. 이러한 정상파에서 진동을 하지 않는 부

분을 마디, 진동의 폭이 가장 큰 부분을 배라고 한다.

[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원래 매질과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일부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파동의 반사

라고 한다.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여기서 입사각은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

과 이루는 각이며, 반사각은 반사파의 진행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이때 입사파, 법선, 반사파는 항상 같은 평

면상에 있다. 진행하던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서 그 일부가 투과될 때, 투과되는 파동은 진행 방향이 변하게 된다. 이러

한 현상을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며, 이 현상은 파동의 속도가 두 매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굴절률이 큰 매질

에서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 광선은 법선에서 멀어지게 꺾인다. 입사각이 증가하면 반사하는 빛은 

점점 강해지는 반면, 굴절하는 빛은 점점 약해진다. 입사각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여 굴절각이 가 되면, 굴절되는 

빛의 세기는 이 되며 입사하는 모든 빛은 반사된다.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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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1]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림 1] [그림 2]

(1)  [그림 1]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내에 질량 이 인 플라스틱 공이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다.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도 가 가 되었을 때, 그림과 같은 평형 상태가 되었다. 이때 장력의 크기 와 공이 가지

는 알짜 전하량 값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중력 가속도 , 실의 길이 이며, 실의 질

량과 공의 크기는 무시한다. 그리고 로 계산한다.) (10점)

(2)  [그림 2]와 같이, 질량 이 인 동일한 플라스틱 공 두 개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다. 같은 전하량을 가지는 두 공

이 그림과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방향과 실이 이루는 각도 는 , 두 공 사이의 거리 는 가 되

었다. 이때 장력의 크기 와 공이 가지는 알짜 전하량 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중력 가속도 

, 실의 길이 이며, 실의 질량과 공의 크기는 무시한다. 그리고 , 으로 계산한

다.) (10점)

[논제 II-2]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마이크로파 오븐(전자렌지)의 내부에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다. 발생된 전자기파는 오븐 내부에 정상

파를 형성하는데, 정상파의 세기가 이 아닌 영역에서 음식 내부의 물 분자들을 회전 및 충돌시켜 음식물을 데우게 된다. 촉촉

한 치즈 가루가 골고루 뿌려진 피자를 접시에 담아서 오븐 내부에 넣고, 음식 접시를 올려놓은 원형 판을 회전시키지 않은 채로 

오븐을 동작시켰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꺼냈더니, 치즈가 녹은 부분과 녹지 않은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치즈가 녹은 부

분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로 측정되었다면,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된 전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전자기파의 속력 , 오븐의 가로 방향 폭은 이며, 정상파는 오븐의 가로 방

향으로만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10점)

[논제 II-3] 제시문 [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밑면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인 삼각기둥 모양의 프리즘을 직각 프리즘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 3]의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직각 프리

즘의 단면을 나타낸다.

(1)  [그림 3(a)]에서는 프리즘 유리 안에 들어온 빛이 공기와 닿는 경계면에 대해 로 입사하고 있다. 이때 입사된 모든 빛은 직

각을 이루고 있는 두 면을 전혀 투과하지 않으면서 경로가  바뀌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리즘 유리의 굴절률의 최

솟값은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5점)

(2)  [그림 3(b)]와 같이 레이저 빛이 직각 프리즘의 한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하고 있다. 입사된 빛은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의 빗변인 면을 통해 투과되며, 입사한 방향에 대해 아래로 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때 프리즘을 이루는 매질의 굴절률

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시오. (단, 공기의 굴절률은 이고, 빛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정확히 지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로 계산한다.) (5점)

[그림 3]

과학(화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분자 사이의 힘은 화합물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자 사이의 힘이 커질수록 

더 낮은 엔탈피를 갖는 안정한 상태가 된다. 분산력은 순간 쌍극자와 유발된 순간 쌍극자 사이에 생기는 분자 사이의 힘으

로서 전자구름의 치우침(편극성) 때문에 생긴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의 크기가 커지고 전자의 수가 많아지므

로 분산력이 커진다. 

[나]

우주는 계와 주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자발성을 계의 열역학적 성질로만 설명하기 위

하여 자유 에너지(G)를 이용한다. 자유 에너지는 계의 엔탈피(H)와 엔트로피(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정한 온도( )에서 자유 에너지의 변화는 이다. 이 식에서 는 일정한 압력에서 계에 출

입한 열이고, 는 반응 전·후 계의 엔트로피 변화 즉 무질서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인 반응은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이면 화학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다]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상태가 달라진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한다. [그림 1]은 이산화 탄소(CO2)의 상평형 그림이다. 

[라]

대부분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반응은 1차 반응이며, 1차 반응의 반감기(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

간)는 초기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 14C는 우주선(cosmic radiation)

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다른 한편 붕괴되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지구상의 살아 있는 동식물은 대기와의 탄소 순

환 과정에 의하여 체내의 14C의 존재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죽은 동식물에서는 이러한 순환 과정이 정지되어 14C의 

농도가 반감기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14C의 존재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탄소 화합물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

한 연대 측정은 고고학이나 고대 지질학 연구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

지구 대기 상층부의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14C)의 존재비 14C/C와, 크립톤(81Kr)의 존재비 81Kr/Kr는 각각 1×10-12과 5×

10-13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4C의 반감기는 5,700년이고, 81Kr의 반감기는 230,000년이다.

[바]

풀러렌(C60)은 축구공 모양을 가진 탄소의 동소체로서, 기화된 탄소 원자들이 재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진공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로 흑연을 기화시키거나,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로 채워진 용기 안에서 흑연 전극 사이에 

아크 방전을 일으키면 기화된 탄소 원자들을 만들 수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 탄소는 수소, 헬륨 다음으로 많은 

성간 물질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풀러렌은 성간 공간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탄소의 동소체들 중의 하나로서, 별에서 방

출된 탄소 원자들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달의 암석이나 운석에서도 발견된다. 풀러렌의 내부 공간에 비활성 기

체가 포함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기체들은 [그림 2]와 같이 풀러렌의 생성 과정에서 유입되거나, [그림 3]과 같이 높

은 온도에서 풀러렌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구멍을 통해서 유입되기도 한다. 

[그림 2] 풀러렌 생성 중 기체가 유입되는 과정 [그림 3] 풀러렌의 구멍을 통하여 기체가 유입되는 과정

[그림 1] CO2의 상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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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 제시문 [가]∼[바]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네온(20Ne)의 삼중점은 25 K, 0.43 atm, 아르곤(40Ar)의 삼중점은 83 K, 0.68 atm에서 나타난다. 네온과 아르곤의 상평형 그

림을 한 개의 그림 안에 나타내고, 1기압에서 두 기체의 끓는점과 어는점을 표시하시오. 또한 두 기체 사이의 끓는점의 차이

와 어는점의 차이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점)

(2)  아르곤이 채워진 용기 안에서 흑연 전극에 아크 방전을 일으켜 풀러렌을 만들 때, 내부에 아르곤이 포함된 풀러렌은 [그림 2]

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고 그 양은 만들어진 전체 풀러렌의 0.001% 미만이다. 아르곤과 풀러렌 사이의 분자간 힘이 작지 않

음에도, 아르곤이 포함된 풀러렌이 포함되지 않은 풀러렌보다 더 많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를 엔탈피 변화( ), 엔트로피 변

화( ), 자유 에너지 변화( )를 사용하여 논술하시오. (10점)

(3)  헬륨(4He)이 채워진 용기에 풀러렌을 넣고 밀폐한 후 600℃로 5시간 가열하였더니 [그림 3]의 과정을 거쳐 내부에 헬륨 원자 

1개가 포함된 풀러렌이 0.1% 만들어졌다. 비활성 기체인 네온(20Ne), 크립톤(84Kr), 제논(131Xe)을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반복

하였더니 내부에 기체 원자 1개가 포함된 풀러렌이 각각 0.2%, 0.3%, 0.01%가 만들어졌다. 비활성 기체의 종류에 따른 생성

물의 양이 Xe << He < Ne < Kr과 같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점)

(4)  호주의 앨버타에서 발견된 운석에서 크립톤이 내부에 포함된 풀러렌이 발견되었다. 운석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높은 열

이 발생하기 때문에, 풀러렌에 크립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 2]와 [그림 3]의 두 가지 과정이 모두 가능하다. 풀러렌 

내부에 있는 크립톤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존재비(81Kr/Kr)는 2.5×10-13이고, 운석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크립톤이 유입

된 것이라면,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 시기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또한, 크립톤을 포함한 풀러렌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존재비(14C/C)가 1×10-27일 때, [그림 2]와 [그림 3] 중 크립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풀러렌에 유입되었을지 논술하시오. (단, 

210 = 103으로 계산한다.) (12점)

과학(생명과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형질이 유전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과학자는 멘델이다. 멘델은 뚜렷한 우성 또는 열성의 대립 형질을 가진 

완두의 7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 연구를 통하여 각 유전 형질의 대립 인자가 분리되는 법칙은 물론, 서로 다른 두 가지 유전 

형질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법칙도 확립하였다. 

[나]

세포 핵분열 과정에서 염색에 의하여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굵은 실뭉치 형태의 물질을 염색체라고 하며, 이것은 긴 가닥의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하여 질서 정연하고 치밀하게 감겨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핵분열 전에는 염색체가 풀어진 

상태에 있으면서 DNA의 복제가 일어나고 핵분열을 준비하게 된다. 한편, 염색체들을 상동 염색체별로 정리하여 놓은 것을 

핵형이라 한다. 핵형에서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고 상동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염색체들은 상염색체이며, 모양과 

크기에서 차이가 나면서 서로 상동 관계가 낮은 염색체는 성염색체이다. 염색체들은 체세포의 핵분열과 생식 세포의 핵분열

(감수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배열되어 나누어진다. 감수 분열에 의하여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무작위로 짝을 이루어 수

정을 하게 되고 염색체 수는 다시 체세포의 경우와 같게 된다.

[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생물의 고유한 암호 서열에 따라 당-인산 사이의 결합에 

의하여 중합된 거대 분자 사슬이다. 염색체에 존재하는 DNA는 두 사슬의 거대 분자가 역평행으로 상보적인 염기들이 짝을 

이루어 형성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DNA 복제는 이중 나선 구조를 풀고 각각의 사슬을 주형으로 사용해서 중합 

효소가 해당 염기와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중합시켜 새로운 사슬을 합성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DNA에 

암호화된 정보는 전사를 통하여 mRNA로 옮겨진 후, 리보솜(ribosome) 상에서 3개씩의 염기로 조합된 암호에 따라 tRNA

가 운반하는 20 종류의 아미노산이 중합되면서 단백질로 번역된다.

[라]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환경에 잘 적응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자연선택을 거듭하면서 진화되었다고 한다. 현대에 이르러 진화론과 유전학의 융

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물체의 진화는 돌연변이, 격리, 자연선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현대 종합설(modern synthesis)이 제안되었다. 현대 종합설은 진화를 집단 내의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빈도의 변

화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Hardy-Weinberg Principle)은 집단 내에서 교배가 자유롭고, 돌연변이가 없고, 자연선택이 없으

며, 유전자의 이동 및 유전적 부동이 없을 경우에 세대가 바뀌어도 대립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 및 유전자형의 빈도가 변하

지 않는 유전적 평형 상태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집단에서 두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p와 q라고 하면 대립 유

전자의 전체 빈도는 1이며(p+q=1), 유전자형의 전체 빈도도 1이다(p2+2pq+q2=1). 이 법칙은 집단의 유전자풀(gene pool)

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를 계산하여 진화가 일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전학과 진화론을 

종합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 개가 돌연변이되어서, 그로부터 발현되는 헤모글로빈의 6번째 아미

노산이 바뀌면서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하여 적혈구가 낫 모양이 되는 유전 질환이다. 낫 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

혈구에 비해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 심한 빈혈을 일으키며, 모세 혈관을 막아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다른 지역

에 비해 이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낫 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말라

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토착민 집단에서 이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자연선택되었을 것이다.

[논제 II] 제시문 [가]∼[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포 핵분열 때의 염색체의 행동 및 생식 세포의 수정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12점)

(2)  대립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형질 발현의 변화를 DNA와 단백질 그리고 개체의 자연선택에 따른 집단의 진화와 관련하여 논술

하시오. (10점)

(3)  어떤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A1과 A2에 대한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하였더니, 유전자형 A1A1, A1A2, A2A2의 빈도가 각각 0.49, 

0.42, 0.09로 나타났다.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 p와 A2의 빈도 q를 계산하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이 집단이 진

화 중인지를 논술하시오. 한편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속될 경우에 나타날 집단 내의 유전자형의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고, 이때 대립 유전자가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다면 집단의 질환 발생률에 미칠 영향도 논술하시오. (단, 이 유

전 질환은 열성이다.) (12점)

(4)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에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

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이를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6점)

 출제개요(자연계열Ⅱ)

[논제 I] [수학]

 논제 I-1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도형의 방정식”, “삼각함수”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 원과 직선의 관계, 삼

각함수의 정의, 피타고라스 정리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단순히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

식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찾아 해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접근하는 기

하학적 해석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논제 I-2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삼각함수”, 수학II 교과서의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중간값의 정리, 함수의 최대와 

최소 등의 내용을 주어진 대상에 잘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평면도형의 특징을 삼각방정식

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함을 서술하게 하였다. 또한 논제 I-1의 결과도 이용하여 기하학적 대상인 길이를 

각도의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최댓값을 논술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합적인 해석 능력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논제 II] [물리]

 “힘과 운동”과 “전하와 전기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들인 중력, 진자, 전기장, 쿨롱 법칙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자 하였다. 질량과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전기장과 중력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중력, 장력,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평형 상태에서 장력과 알짜 전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파동의 전달과 발생”에서 다루고 있는 정상파, 반사 법칙, 굴절 법칙 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들인 

마이크로파 오븐(전자렌지)과 프리즘의 경우에 적용하여,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파장 및 주파수, 그리고 프리즘

에 사용되는 매질의 굴절률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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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화학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도와 기본 개념의 상호 연관성 및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1)에서는 

화학 II의 ‘다양한 물질의 모습’ 단원에서 다루는 분자 사이의 힘을 이해하고 이것을 화학 II의 ‘화학평형’ 단원에서 다루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제 (2)에서는 분자 사이의 힘이 화학 II의 ‘물질 변화와 에너지’ 단원

에서 다루는 엔탈피의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엔트로피가 화학 반응의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논제 (3)에서는 분자 사이의 힘이 달라지는 원인을 이해하고 화학 II의 ‘화학평형’에서 다루는 평형 상수의 

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제 (4)에서는 화학 I의 ‘개성 있는 원소’에서 다루는 방사성 동위 원소와 화학 II의 

‘화학 반응 속도’에서 배운 반응 차수와 반감기의 개념을 연대 측정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명과학]

생명체의 개체 또는 집단 수준 연구에서 확립된 멘델의 유전 법칙과 다윈의 진화론이 현대의 세포 생물학, 분자 생물학 그리고 집

단 유전학적인 개념과 지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사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논술 문제를 출제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논제 

(1)에서는 생명과학 I의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세포와 세포 분열’ 부분에서 다루는 생식 세포의 감수분열 또는 수정 과정

에서 DNA와 히스톤의 응집체인 염색체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단원의 ‘유전’부분에서 다루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논술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논제 (2)에서는 생명과학 II의 ‘유전자와 생명 공학’ 단원의 ‘유전자와 형질 발현’ 부분에서 다루는 DNA가 

단백질로 번역되어 개체의 모든 유전 형질이 나타내고 DNA의 돌연변이로 염기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도 바뀌면서 

유전 형질도 변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논제 (3)에서는 생명과학 II의 ‘생물의 진화’ 단원의 ‘진화설’ 부분에

서 다루는 내용인 개체는 단지 자연선택의 대상이고 오직 집단이 진화함을 이해하고, ‘집단 유전학’ 부분에서 다루는 유전과 진화

를 통합화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한 유전적 평형상태를 정의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논

제 (4)에서는 생명과학 II의 ‘생물의 진화’ 단원의 ‘집단 유전학’ 부분에서 다루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유전 질환인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발생시키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집단의 진화에 실제로 응용하면서 진화의 요인을 설명

할 수 있는지를 논술케 하였다.

 [수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고등학교 수학II, 천재교육 (2013), 최용준 외 9인, p. 95-100.

 제시문 [나]  고등학교 수학, 좋은책 신사고 (2013), 황선욱 외 2인, p. 185-190.

 제시문 [다]  수학의 역사, 경문사 (2000), 칼 보이어, 유타 메르츠바흐 저, 양영오, 조윤동 역, p. 215-225.

 [물리]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107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53, pp.124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p.54, pp.106

 제시문 [나]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198 ~ pp. 191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192 ~ pp. 193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p. 196 ~ pp. 197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250 ~ pp. 251 

고등학교 물리I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1, pp. 197 ~ pp. 198, pp. 201 ~ pp. 204 

고등학교 물리I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1, pp. 200 ~ pp. 202

 [화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박종석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교학사, p. 18. 

김희준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상상아카데미, p. 18.

 제시문 [나] 노태희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118.

 제시문 [다] 노태희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150.

 제시문 [라]  류해일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비상교육, p. 230.  

노태희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219.

 제시문 [마] 노태희 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천재교육, p. 221.

 제시문 [바]  김희준 외(2013), 『고등학교 과학』, 상상아카데미, p 239.  

노태희 외(2013), 『고등학교 화학I』, 천재교육, p. 126.

 [생명과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학사 (2013), 박희송 외, p82~93.

 제시문 [나]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학사 (2013), 박희송 외, p58~79.

 제시문 [다] 고등학교 생명과학II, 교학사 (2012), 박희송 외, p125~149.

 제시문 [라] 고등학교 생명과학II, 교학사 (2012), 박희송 외, p253~256.

 제시문 [마] 고등학교 생명과학II, 교학사 (2012), 박희송 외, p257~265.

 제시문 [바]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학사 (2012), 박희송 외, p113,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학사 (2013), 권혁빈 외, p90~92. 

EBS 수능특강 생명과학 II (2014) 백승용 외, p205. 

고등학교 생명과학I, 비상교육(2013), 심규철 외, p101. 

고등학교 High Top 생명과학I (1권), 두산동아 (2013), 손희도/배미정, p164.

 예시답안(자연계II) 

수학

[논제 I-1] 두 교점을 각각 점 , 점 라고 하고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라고 하자.

인 경우와 인 경우 모두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 를 그릴 수 있고, 이때 이다. 

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다. 

따라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이다.

[논제 I-2] (1) 아래 그림과 같이 , 라고 하자. 

 이므로 이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 , .

 따라서 .

 이므로 이다. 

 이를 등식에 대입하면 .

 정리하면 이고, 해는 이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

(2) 이므로 (1)에서 정리한 식을 대입하면 .

 이를 정리하면 에 대한 차방정식 를 얻는다.

 는 가운데 양쪽 반원의 반지름이므로 이다. 

 따라서 모든 에 대하여 위 방정식이 구간 에서 해가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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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자.

 는 이차함수이므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 이므로 제시문 [가]의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면 

 이 되는 가 과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 이고, 

 에서 , 이므로 

 모든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주어진 삼각방정식을 만족하는 , 가 존재한다.

(3)  점 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위쪽 영역을 지나는 경우, 직선 와 선분  사이 영역을 지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

하자. 

 (i) 직선  위쪽 영역을 지나는 경우 

  포함되는 부분은 개의 선분이 되고, [논제 I-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길이 를 구하면

  . 

  에서 이므로 는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인 직선 의 경우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을 직접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에서 임을 이용하면 이다. 

  따라서 의 최댓값은 이다.

 (ii) 직선 와 선분  사이 영역을 지나는 경우  포함되는 부분은 개의 선분이 된다. 

  (i)과 비슷한 방법으로, 두 선분 길이의 합 를 구하면

  . 

  에서 

  이므로 는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i)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인 직선 의 경우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그 최댓값은 이다. 

  (i), (ii)를 종합하면 논제에서 구하는 의 최댓값은 점 를 지나는 직선이 점 를 지나는 일 때, 

  이다.

과학(물리)

[논제 II-1] (1)  [그림 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공에는 세 가지 힘들, 즉 줄의 장력 , 중력 , 그리고 정전기력 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에서는 알짜힘의 와 방향의 성분이 모두 이므로,

방향 : ----- ①

방향 : ----- ②

 (i) 위의 ② 식으로부터,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이다.

  이 때, , , 이므로, 값을 계산하면,

  .

 (ii) 실의 장력 를 ① 식에 대입하면,  이므로, .

  이 때, 이므로,

  .

[그림 1] [그림 2]

(2)  [그림 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공에는 세 가지 힘들, 즉 줄의 장력 , 중력 , 그리고 정전기력 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에서는 알짜힘의 와 방향의 성분이 모두 이므로,

방향 : ----- ③

방향 : ----- ④

 (i) 위의 ④ 식으로부터,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이다.

  이 때, , , 이므로, 값을 계산하면,

  

 (ii) 실의 장력 를 ③ 식에 대입하면,

  이므로, .

  이 때,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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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I-2]  진동을 하지 않는 정상파의 마디 부분에 위치한 치즈는 녹지 않으며, 정상파의 진동의 폭이 가장 큰 배 부분에 위치한 치즈는 잘 

녹게 된다. 이는 정상파의 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파의 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치즈에 포함된 수분의 물 분자(전기쌍극자)들을 

충분히 회전 및 충돌시킬 수 있고, 따라서 온도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즈가 녹은 부분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가된 마이크로파의 파장의 반과 같으므로, 파장은 가 된다.

또한 마이크로파 오븐에 사용된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논제 II-3] (4)  우선 프리즘 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빛은 꺾이지 않고 프리즘 내부에 그대로 입사하기 때문에,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다시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은 가 된다. (i) 따라서 [그림 ]의 경우, 반사 법칙에 의해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

사되는 빛의 모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가 된다. 입사된 모든 빛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을 전혀 투과하지 않으면

서 경로가 로 바뀌기 위해서는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모든 빛이 전반사가 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굴절 

법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이므로,

 따라서 유리의 굴절률의 최솟값은 약 가 된다.

  (ii)  [그림 ]와 같이 법선을 그어보면 프리즘 내부에서 공기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은 이며, 굴절각은 

가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굴절 법칙에 적용하면,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이므로,

  따라서 매질의 굴절률은 약 가 된다.

[그림 3]

과학(화학)

[논제 II] (1) 네온과 아르곤의 상평형 그림은 다음과 같다.

  아르곤의 분자량이 네온보다 크기 때문에 아르곤의 분산력이 네온보다 크다. 따라서 아르곤이 네온보다 분자간의 힘이 커서 

액체가 기화되기 어려워 끓는점이 높아지고, 같은 이유로 고체가 액화되기 어려워지므로 어는점(녹는점)이 높아진다.

(2)  아르곤이 내부에 포함된 풀러렌을 아르곤@풀러렌으로 표시하고, 풀러렌과 아르곤@풀러렌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반응 1) 탄소 원자들 + 아르곤 → 풀러렌 + 아르곤

반응 2) 탄소 원자들 + 아르곤 → 아르곤@풀러렌

  아르곤과 풀러렌 사이의 분산력으로 인하여 반응 2의 엔탈피가 반응 1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엔탈피측면에서 반응 2가 더 우

세하다. 즉, ΔH(반응 2) < ΔH(반응 1). 하지만 아르곤이 풀러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반응 2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반응 1보다 불리하다. 즉, ΔS(반응 2) < ΔS(반응 1). 생성물의 양은 자유 에너지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ΔG = ΔH - TΔS의 식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가 자유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높

은 온도에서는 반응 1의 자유 에너지가 반응 2보다 작아져서, 반응 1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아르곤@풀러렌이 거

의 생성되지 않는다.

(3)  비활성 기체의 원자량(분자량)이 커질수록 기체와 풀러렌 사이의 분산력이 커진다. 따라서 풀러렌과 비활성 기체 사이의 분산

력은 He < Ne < Ar < Kr < Xe 의 순서로 커질 것이다. He, Ne, Kr이 포함된 풀러렌이 각각 0.1%, 0.2%, 0.3%(또는 1:2:3의 비

율로, 또는 He < Ne < Kr 순서로) 생성되는 것은 분산력의 차이 때문이다. 풀러렌과 제논(Xe)의 분산력이 가장 클 것이라 예

상됨에도 제논이 풀러렌에 거의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Xe의 크기가 풀러렌 내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4)  지구 대기의 방사성 동위 원소 크립톤의 존재비가 일정하므로 초기(t = 0)의 81Kr/Kr의 존재비는 5×10-13이다. 현재의 존재비는 

2.5×10-13이므로 81Kr/Kr의 존재비는 초기 존재비의 반이다. 따라서 반감기가 1번 지나갔으므로 230,000년 전에 운석이 떨어

졌다. 풀러렌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크립톤이 도입되었다면 풀러렌의 방사성 동위 원소 14C의 존재비 14C/C는 230,000년 동안 

감소하였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 14C의 반감기는 230,000/5,700 ≈ 40번 지나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14C/C 존재비는 240 

= 210·210·210·210 = 103·103·103·103 = 1012배 감소하였을 것이다. 크립톤을 포함한 풀러렌의 현재 14C/C 존재비는 1×10-27이

므로 230,000년 전의 이 값은 (1×10-27)×1012 = 1×10-15이다. 운석이 대기 중을 통과할 때 대기 중의 탄소 원자로부터 풀러렌

이 만들어졌다면, 230,000년 전의 14C/C 존재비는 1×10-12이어야 한다. 하지만 계산된 풀러렌의 14C/C 존재비는 1×10-15으로

서 1×10-12 보다 작다. 따라서 운석의 풀러렌은 대기 중의 탄소 원자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크립톤은 운석에 이

미 존재하고 있던 풀러렌에 도입된 것이므로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54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논술가이드북 55 논술고사 문제지_자연계열 II



과학(생명과학)

[논제 II] (1)  멘델이 사용한 유전 인자라는 용어는 현재의 용어로는 유전자이며, 염색체 내의 DNA 상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염

기 서열로 암호화하여 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개체군 내에서 여러 다른 형태(version)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러한 유전자의 여러 형태를 단위적으로 대립 유전자(allele)라 한다. 염색체 수가 반수체(n)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성

된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2배체(2n)로 존재하며 상동 염색체 쌍에 어떠한 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유

전 형질을 보이게 된다. 상동 염색체 쌍에 같은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동형 접합자(homozygous, 순종), 다르면 이형 접합자

(heterozygous, 잡종)라 부르며, 대립 유전자의 조합, 즉 유전자형에 따라 우성 또는 열성 형질의 표현형을 띠게 된다. 멘델이 

보여준 분리의 법칙은 체세포의 일종인 생식 세포가 감수 분열을 일으킬 때,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접합체(2가 염색체, 또는 4

분 염색체)를 이루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에 무작위로 배열된 후, 각각의 딸세포로 나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

들어 반수체(n)가 되는 현상에 유래한다.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sister chromatid)마저 나눠짐으로서 배

우자 세포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세포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다시 2배체를 이

루게 된다. 즉, 생식 세포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상동 염색체의 배열 및 분리가 일어나고, 이로부터 생성된 배우자 

세포가 수정을 하여 다시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기 때문에 멘델은 완두를 사용한 유전적 실험에서 분리의 법칙을 관찰할 수

가 있었다. 독립의 법칙도 유사하나, 단지 두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상동 관계에 있지 않는 염색체에 각각 위

치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복제된 각각의 상동 염색체 접합체들이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 상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무작위의 조합으로 배열된 후, 딸세포로 나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 현상이다.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

체마저 나눠짐으로서 배우자 세포를 낳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을 하면 다시 2배체를 이룬다. 즉, 두 종류

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동 염색체에 위치하고 감수 분열 중에 무작위로 배열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어 우성 또는 열성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현상을 독립의 법칙이라 한다.

(2)  유전자의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암호화 되어 있으며,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생성된 단백질의 기능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유전 형질이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변이(돌연변이, 전좌, 중복, 삽입, 제거, 교차 등)가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로부터 발

현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서도 변이가 일어날 것이다. 단백질의 변이로 구조 및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개체의 유전 형

질도 변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 다세포 진핵 생물은 수정란이 분열 및 분화 그리고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세포들을 생

성하여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개체를 발생시키는데,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변이는 이러한 모든 과정

에 영향을 주어 개체의 유전 형질에 변화를 주게 된다. 대립 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개체의 유전 형질의 변화가 생존 및 생식 

등에서 이로운지, 중립적인지 또는 해로운지에 따라 개체는 자연선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대립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 집단 내에서 빈도가 늘거나 줄면서 집단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조사에서 얻은 A1A1의 빈도 p2=0.49, A1A2의 빈도 2pq=0.42, A2A2의 빈도 q2=0.09이므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식

(p+q=1와 p2+2pq+q2=1)을 이용하여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는 p2 + 2pq × = p(p + q) = p = 0.49 + 0.42 × = 0.7이고,

대립 유전자 A2의 빈도는 q2 + 2pq × = q(q + p) = q = 0.09 + 0.42 × = 0.3이다.

 즉, p는 0.7 그리고 q는 0.3이다.

  계산으로 얻어진 p와 q의 값을 사용하여 유전자형 A1A1, A1A2, A2A2의 빈도를 계산하였을 때 각각 p2=0.49, 2pq=0.42, 

q2=0.09이며, 유전자형의 빈도 조사에서 얻었던 값과 같으므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며 현재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끼리 교배가 계

속될 경우에는 매 세대마다 A1A2의 이형 접합(heterozygous)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50%가 각각 25%씩 A1A1 및 A2A2의 동

형 접합(homozygous)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로 태어나고 (A1A2 x A1A2 → A1A1 + 2A1A2 + A2A2), 동형 접합 유전자형 A1A1을 

가진 개체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동형 접합 유전자형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A2A2의 경우도 동일), 세대를 거치면서 A1A2

은 줄어들고 A1A1과 A2A2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립 유전자가 열성의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단의 유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4)  말라리아 발생 빈도가 낮은 미국에서 살 경우에는 이러한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 저항성의 이로운 점은 필요가 

없지만 헤모글로빈 응집에 의한 해로운 점은 그대로 갖게 되어 생존 및 생식에서 불리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낫형 적혈구 빈

혈 형질을 주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또는 유전자형의 빈도가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선택에 따라 유전자풀에서 점점 줄어들 것

이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는 돌연변이, 자연 선택, 대립 유전자의 이입과 이출(타 지역 출신과의 결혼) 그리고 유전적 부동 등

이 작용할 것이다. K Y UNG HEE
UNIVERSITY

2016학년도

의학계열
논술고사

58 출제문제

65 출제개요

67 예시답안

56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논술가이드북



논술고사	문제지	
의학계열

 출제문제(의학계열)

수학

I. 다음 제시문과 그림을 참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의 값이 보다 작으면서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의 값이 일정한 값 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를 에서의 함

수 의 좌극한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나]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인 곡선 와 축 및 두 직선 , 로 둘러싸인 도형을 축의 둘레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여 보자. 좌표가 인 점을 지나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이 회전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이 된다. 그 단면의 넓이를 라고 하면 

이다. 따라서, 구하는 회전체의 부피 는 다음과 같다. 

[다] 

함수 에서 의 값이 에서 까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 에 대하여 극한값 

가 존재하면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이 극한값을 함수 의 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 하고 기호 로 나타낸다. 

[라] 

미분가능한 두 함수 , 에 대하여 합성함수 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또는 

[마] 

미분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일 때 

(1) 의 좌우에서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함수 는 에서 극댓값을 갖는다.

(2) 의 좌우에서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함수 는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논제 I] 아래 상황 1과 상황 2를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상황 1 : 반지름이 각각 과 인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두 반구가 [그림 1]과 같이 서로 접하면서 놓여있고, 시간 

가 지남에 따라 각 반구의 반지름 이 로, 가 로 변한다. 여기서 항상 두 밑면은 평행하고, 윗 반구 밑면

의 중심이 아래 반구와 접한다. 단, 각 반구의 반지름이 이 되면, 그 반구는 녹아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반구는 구와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둘러싸인 한 쪽 입체도형을 말한다.)

  상황 2 : 반지름이 인 얼음으로 만들어진 반구와 인 눈으로 만들어진 반구가 [그림 1]과 같이 서로 접하면서 놓여있

고, 시간 가 지남에 따라 각 반구의 반지름 이 로, 가 로 변한다. 여기서 항상 두 밑면은 평행하지만 

[그림 2]처럼 얼음 반구와 눈 반구의 공통 부분이 생긴다고 하자. 이때 얼음 반구는 항상 반구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눈 반구에서는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 녹아 없어진다. 두 반구의 밑면 사이의 거리와 의 차를 라 하고, 는 시간 에 따라 변

하는 일차식 로 주어진다고 하자. 두 반구의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각각 반원(밑변 포함)으로 둘러싸

인 영역으로 [그림 3]과 같다. 입체를 옆에서 관찰하였을 때, 얼음과 눈으로 구분되어 보이는 경계 부분에서 얼음 반구의 최고점까

지의 높이를 , 눈 반구의 밑면으로부터 그 경계까지의 높이를 라고 하자. 즉, [그림 3]에서와 같이, 두 반원(밑변 포함)의 교점과 

아래 반원의 밑변 사이의 거리가 , 전체 도형의 높이에서 를 뺀 것이 이다. 단,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남아 있을 때에만 

와 , 를 정의한다. (상황 1은 모든 에 대해 인 경우에 해당한다.)

[논제 I-1]  상황 1에서 제시된 입체의 부피를 이라 하자. 두 반구가 모두 녹아 없어질 때까지의 입체의 부피 를 의 식으로 표현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점)

[논제 I-2]  상황 2에서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의 시각을 이라 하자. 와 를 의 함수로 표현하고, 

과 , 를 구하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논제 I-3]  상황 2에서 제시된 입체의 부피를 라 하고, 가 이 되는 시각을 이라 하자. 이때, 을 구하고 에서의 를 

, , , 를 이용하여 표현하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 는 시간의 구간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각 변수는 

정의되는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15점)

[논제 I-4]  와 를 각각 [논제 I-1]과 [논제 I-3]에서 구한 입체의 부피라 하고, 을 [논제 I-3]에서의 가 이 되는 시각이라고 하자. 이

때, 제시문 [라]와 [마]를 참조하여 구간 에서 의 값이 최대가 되는 시각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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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물리)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되면 원래의 파동보다 진폭이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한다. 한 

파동의 마루 부분과 다른 파동의 마루 부분이 서로 만나면 합성된 파동의 진폭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한 파동의 마루 부

분과 다른 파동의 골 부분이 서로 만나면 합성된 파동의 진폭은 더 작아지고, 심지어 없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두 파동이 

만나 진폭이 커지는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반대로 진폭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나]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의 운동을 관찰해 보면 입자가 받는 자기력에 대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전하량과 전하의 속력에 비례한다.

● 입자의 운동 방향과 자기장 사이의 각이 를 이룰 때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에 비례한다.

●  양( )으로 대전된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네 손가락을 입자의 운동 방향에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감아쥘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다] 

광전 효과와 컴프턴 산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빛은 파동의 성질과 함께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는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반대로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 이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한다. 드브로이의 물

질파 이론은 발표 당시에 하나의 추측으로 취급되었으나 몇 년 후 전자가 파동과 같이 회절하는 현상이 실험적으로 확인되

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라] 

하이젠베르크는 1927년에 ‘위치가 더 정확하게 결정될수록, 그 순간의 운동량은 그만큼 덜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고, 그 역

도 성립한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였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본질이다. 위치와 운동량의 부정확도를 각각 와 라고 하면 불확정성의 원리는 로 표현되며 

는 플랑크 상수이다. 거시적 세계를 다루는 고전 역학에서 이 값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지만 전자처럼 매우 작은 입자

를 다루는 양자 역학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논제 II-1]  [그림 1]과 같이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무늬를 얻는 실험을 하였다. 만약, 촛불을 광원으로 사용할 경

우 간섭무늬를 얻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실험 도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도구가 필요 없는 이유를 레

이저의 원리, 레이저 빛의 특성과 연관 지어 논술하시오. (10점)

[그림 1]

[논제 II-2]  [그림 2]는 진공에서의 파장이 인 빛에 의해 이중 슬릿으로부터 떨어진 스크린에 생긴 간섭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슬릿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논하시오. 만약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공간을 굴절률이 인 매질로 채운다면 간섭무늬가 어떻

게 바뀔지 논술하시오. (8점) 

[그림 2]

[논제 II-3]  [그림 3]과 같이 초기 속도가 인 전자가 전기장 구역  → 자기장 구역 → 전기장 구역 를 거쳐 나온다. 전기장 구역 , 에 전

기장을 생성하는 두 전원 장치의 전위차는 같으며 두 전기장 구역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전자가 각각의 

구역에서 가속되도록 하였다. 세기가 인 자기장 구역에서 전자가 반지름 인 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할 때, 전원 장치의 전위

차를 로 표현하고, 전기장 구역 를 빠져 나온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이 전위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논술하시오. 

(단, 은 전자의 질량, 는 기본 전하량이다.) (10점)

[그림 3]

[논제 II-4]  [그림 4]와 같이 질량이 이고 방향의 속력이 인 전자들을 폭이 인 슬릿으로 통과시킨 후 거리 뒤에 위치한 형광판에 

충돌시킨다. 슬릿을 통과한 후 전자의 방향 운동량과 슬릿의 폭 사이의 관계를 논술하시오. 형광판에 충돌하는 전자들에 의해 

형광판에는 대략적인 폭 의 밝은 무늬가 생긴다.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여 의 크기를 로 표현되는 식으

로 추정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는 플랑크 상수이다.) (12점)

[그림 4]

과학(화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달라진다. 이는 반응하는 물질, 즉 반응물의 원자간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

운 결합이 형성되어 다른 물질, 즉 생성물이 만들어지면서 물질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복잡

한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듯이,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후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반응 물질의 원자 수 총합과 생성 물질의 원자 

수 총합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은 왼쪽에는 반응물질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질

을 화학식으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연결한다.

[나]

아레니우스는 1884년에 용액 속 이온의 존재를 연구하여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H+)을 내놓는 물질을 산으로, 수산화 

이온(OH-)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하였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만 적용할 수 

있다. 1923년에 덴마크의 과학자 브뢴스테드와 영국의 과학자 로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된 산-염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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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각각 제안하였다.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

기라고 브뢴스테드와 로우리는 정의하였다. 

[다]

우리는 속이 쓰릴 때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의 제산제를 먹는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으면 속 쓰림이 완화되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는 산성을 띠는 위산과 염기성을 띠는 제산제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면서 각각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산과 염기의 성질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물은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

의 수산화 이온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또한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라] 

물 분자는 산과 염기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고, 순수한 물은 물 분자끼리 서로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이온

화하는데, 이것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며, 이 반응의 평형 상수( )와 물의 이온곱 상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25℃에서의 는 1 × 10-14 (mol2 L-2)이다.

[마] 

암모니아(NH3)는 수용액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이온화 평형을 이룬다.

그리고 이를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 반응에서 H3O
+은 NH3에 H+을 주었으므로 산이고, NH3는 H+을 받았으므로 염기이다. 역반응으로 보면 NH4

+은 

H2O에 H+을 주었으므로 산이고, H2O은 H+을 받았으므로 염기이다. 이때, 산 NH4
+의 이온화 상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바] 

약산이나 약염기는 수용액에서 일부만 이온화하여 평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에틸렌다이아민(H2NCH2CH2NH2)은 수용액 

상태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이온화 평형을 이룬다.

이때, 에틸렌다이아민을 L로 표시한다면, L의 짝산 형태는 LH+와 LH2
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산 LH+의 이온화 상

수( )와 산  LH2
2+의 이온화 상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사]

액체나 고체와 달리 기체에서는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는 분자 

간 상호 작용과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지만, 기체가 용매에 용해될 때는 용매와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안정되므로 

열을 방출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 과정의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므로 용해도가 감소한다. 기체의 용해도

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도 변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의 부분 압

력에 비례하는데, 이것을 헨리 법칙이라고 한다.

[아] 

반응의 자발성 결정에 엔탈피( )와 엔트로피( ) 효과가 모두 관계된다면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조합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깁스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기 위해 깁스 자유 에너지 또는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자유 에너지는 로 표시한다. 어떤 과정에 대한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 )은 경로와 무관하다. 일

정한 온도 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의 값이 음이면 자유 에너지가 감소되고 화학 반응의 과정이 자발적인 것을 의미한다. 의 값이 양이면 자유 에너

지가 증가되고 화학 반응의 과정이 비자발적인 것을 의미한다.

[논제 II-1] 제시문 [나]∼[바]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염기인 암모니아의 이온화 상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염기인 암모니아의 이온화 상수 가 25℃에서 2 × 10-5이라고 한다면, 같은 온도에서 암모늄 이온(NH4
+)의 이온화 상수

( )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그리고 25℃에서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
+)의 농도가 같을 때, 는 얼마인지 논

술하시오. (단, ) (6점)

(2)  에틸렌다이아민(L)이 수용액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수용액에는 L, LH+, LH2
2+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초

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를 H3O
+의 농도와 및 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관계식을 유도하시오. (14점)

[논제 II-2] 제시문 [가]~[다]와 [사], [아]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산화 탄소(CO2)는 대표적인 온실 가스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화력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를 포집하기 위한 공정 중 일부는 아민(amine) 수용액을 이용한다.

(1)  이산화 탄소가 트라이에틸아민((CH3CH2)3N) 수용액에 포집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두 가지 반응들을 화학 평형 반응

식으로 나타내시오. (6점)

(2) 이산화 탄소의 포집이 일어나는 계의 엔트로피 변화량( )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8점)

(3)  온도 298K에서 트라이에틸아민 수용액을 이용한 이산화 탄소의 포집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 )

  의 조건을 [논제 II-2] (2)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의 엔트로피 변화량( )을 이용해 논술하시오. 그리고 엔탈피 변화량( )  

  이 -100kJmol-1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을 엔트로피 변화량( )을 이용하여 논술하

시오. (6점)

과학(생명과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유전자 치료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1990년 중증면역결핍증에 걸린 네 살 난 여자 아이를 최초로 유전자 치료법으로 완치시키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1999년 유전적 대사 장애를 앓고 있던 18세 소년이 유전자 치료 과정에서 유전자 전달 도구로 사용된 아데노

바이러스 투여에 의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영화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백혈병에 걸린 언니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 동생 안나는 계획적인 움직임 속에 태어난다. 안

나가 될 수정란은 착상되기 전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백혈병을 유발하는 유전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안나는 

이른바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로 태어나 백혈구, 줄기 세포, 골수 등을 언니에게 기증한다. 이처럼 맞춤형 아기란 유전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유전자 선별에 의해 태어난 아기를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아기를 논할 때 항상 따라붙는 꼬리

표는 생명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2008년 영국에서 맞춤형 아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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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영국 산부인과의사협회의 질리언 록우드 박사는 맞춤형 아기에 대해 “아기를 진열대 위의 상품처럼 만드는 일”이라며 

경계했다. 유전자를 선별하기 위해 만들고 폐기 처분하는 배아 역시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 맞춤형 아기는 분명 소

중한 생명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맞춤형 아기 출산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 

2013년 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을 제거했던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5년 3월 같은 이유로 난소와 나팔관을 

떼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졸리는 2013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신은 BRCA1 유전자 돌

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예방 차원에서 난소와 나팔관 절제

술을 받은 졸리는 “모든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경우는 “어머

니를 포함해 가족 중 세 명의 여성이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 수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는 졸리의 수술 소식에 대해 과거 치료 중심 의학에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예방 중심 의학으로 전환되는 미국의 최신 의

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라] 

1990년부터 인간의 유전체에 있는 모든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고, 유전자의 위치를 지도화하는 인간 유전체 사업이 시작

되었다. 이 사업은 출범 당시부터 단순히 인간 유전체의 DNA 염기 서열만을 밝히는 것이 아닌, 인류의 건강 증진 추구를 위

한 연구라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으로 인간 유전자의 대략적인 개수를 알게 되었지만 

이들 중 그 기능을 알고 있는 유전자 수는 많지 않다. 인간 유전체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거나 유전병과 관

련이 깊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탐지하여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진단 키트나 칩이 개발되고 있다.

[마] 

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p53 유전자의 발견이다. 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

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시키는 것

처럼, 이 유전자는 암세포의 DNA 복제를 억제하여 세포 분열 속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p53에 이상이 발생하면, 세포는 

자제력을 잃고 마구 증식하게 된다. 암 환자의 50% 이상에서 p53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된다. 하지만 p53 유전자를 치료한

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리고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단백질들과의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 

특정한 하나의 유전자가 단일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인간 유전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유전 질환은 두 개 

이상의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나 암을 억제하는 유전

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다. 한편 개인의 식습관, 운동, 흡연 및 기타 환경 요인에 따라 개인의 암 발병 여부가 달라진다. 

100% 유전적으로 동일한 1란성 쌍둥이라도 항상 동일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환경 요인이 개인의 질병 발생

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개체의 표현형은 대부분 유전과 환경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

과이다.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표현형의 차이가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사] 

쌍둥이 연구는 유전과 환경이 형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가 

수정하여 생긴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나뉘어져 발생하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반면에 2란성 쌍둥이는 난자 2개가 배란

되고 각각 수정하여 생긴 수정란이 발생하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아]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염색체 조합 방식은 8백만 가지가 넘는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독설가로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 유명한 무용수 이사도라 던컨이 찾아와 “당신의 머리와 나의 미

모가 합쳐지면 아주 훌륭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며 은근히 유혹했다. 쇼는 단 한마디로 이를 거절했다. “그렇게 끔찍한 말

씀을 하시다니요. 외모는 나를 닮고 머리는 당신을 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0세기 초, 프랑스의 생리학자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는 파리에서 정규 공공 교육을 통해 지적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찾아내고자 지능지수(IQ)를 개발하였다. 비네의 IQ 검사는 지능에 관한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지

적 능력을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측정된 IQ 값은 학력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자

에서 IQ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차]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이로부터 22년이 흐른 후, 세 차례나 대리모 역할을 했던 클레어 오스틴의 이야기

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프랑스에 사는 어떤 부부가 영국인 기증자로부터는 난자를, 덴마크 정자 은행에서 미국인

의 정자를 얻었다. 인공수정은 아테네에서 이루어져 대리모인 오스틴에게 착상되었고, 그녀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대리모가 쌍둥이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뢰인 부부는 딸 둘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원한다며 임신 중절을 요구

했다. 오스틴은 낙태를 거부했고, 결국 쌍둥이 딸은 할리우드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논제 II-1]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2]  제시문 [라]∼[바]를 참조하여 예방 의학 관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의 발병을 예측하는 일의 혜택과 문제점을 근거와 

함께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3]  어떤 질환이 발병하는 데에 유전자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①부모와 자식 사이를 비교하는 경우, ②1란성 쌍둥

이와 2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경우, ③태어난 후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1란성 쌍둥이와 2란성 쌍둥이를 추적하여 비교

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제시문 [바]∼[아]를 참조하여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4]  남편이 불임인 한 여성이 정자 은행으로부터 고학력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자. 제시문 [바], [아]∼[차]를 참

조하여 태어날 아이의 지능지수(IQ)가 어떨지 예측하여 논술하시오. (10점)

 출제개요(의학계열)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는 자연계 고교 교과과목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에 바탕을 두고, 통합

적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해석력, 그리고 논리적 설명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각 제시문과 논제는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

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논제 I] [수학]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좌극한 및 미분의 개념, ‘적분과 통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회전체 부피 

계산의 원리, ‘수학 II’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미분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문

제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특히, 이 논제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가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의 이해와 함께 미적분의 개념과 기법을 얼마

나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 [물리]

고등학교 물리 I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운동, 전기장, 자기장, 빛에 대한 기본 개념과 물리 II의 교과 과정에서 연계 심화시킨 자기

장에서 전하가 받는 힘, 파동의 성질, 레이저의 원리와 이용, 입자의 파동성, 불확정성 원리 등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범위에 포

함되어 있는 개념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교과과정의 영역에서 다

루어진 기본적 물리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

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물리적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연관시켜 사고할 수 있

는가를 묻고, 주어진 제시문으로부터 정보를 적절히 찾아내어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화학]

고등학교 화학 I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화학 반응식과 닮음꼴 화학 반응(산과 염기의 정의와 중화 반응) 

등의 기본 개념과 이를 화학 II의 교과 과정에서 연계 심화시킨 기체의 성질, 물질 변화 및 화학 반응과 에너지(엔탈피,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화학 평형(평형 상태에 있는 물질의 농도 관계, 평형 상수, 용해 평형과 에너지, 짝산과 짝염기, 산과 염기의 세기) 등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 유무보다는 통합적인 사고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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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치료, 맞춤형 아기, 조기 진단 기술 등 생명 공학 기술을 주제

로 하여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를 평가하기보다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제시된 과학적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과 설명의 능력, 과학적인 글쓰기, 인문-사회과학적 기초 소양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목표로 하였다. 본 논술에

서 인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명과학I, II> 교과서의 내용과 함께 방송 미디어 및 교양 과학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였는

데, 기본적인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쉽

게 독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수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유희찬 외(2013),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미래엔, p. 15. 

 제시문 [나] 우정호 외(2013),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두산동아(주), p. 78.

 제시문 [다] 이준열 외(2013),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천재교육, p. 45.

 제시문 [라] 황선욱 외(2013), 『고등학교 수학 II』, (주)좋은책신사고, p. 135. 

 제시문 [마] 계승혁 외(2011), 『고등학교 수학 II』, 성지출판(주), p. 146. 

 [물리]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김영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 교학사, p. 192

 제시문 [나] 김영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교학사, p. 148

 제시문 [다] 곽성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천재교육, p. 272, p. 274 

 제시문 [라] 곽성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천재교육, p. 305 

    김영민 외(2011), 『고등학교 물리 II』, 교학사, p. 286

 [화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비상교육, p. 42.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상상아카데미, p. 47.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천재교육, p. 41.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교학사, p. 38.

 제시문 [나]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상상아카데미, p. 191.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천재교육, p. 216.

 제시문 [다]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비상교육, p. 220.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 (주)교학사, p. 240.

 제시문 [라]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71.

 제시문 [마]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6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65. 

 제시문 [바]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6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67.

 제시문 [사]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57.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23.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천재교육, p. 155.

 제시문 [아] 류해일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비상교육, p. 109.

   김희준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상상아카데미, p. 109.

   노태희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천재교육, p. 118.

   박종석 외(2011), 『고등학교 화학 II』, (주)교학사, p. 115.

 [생명과학] 논제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고등학교 <생명과학I, II> 교과서; <유전자 치료>,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2015년 11월 9일 검색

 제시문 [나] <최적화된 인간 ‘생산’하는 맞춤형 아기>, 성대신문, 2010년 9월 27일자(1490호)

 제시문 [다] <유방에 이어 난소까지 떼낸 안젤리나 졸리... 의료계 “글쎄”>, KBS NEWS, 2015년 3월 25일자

 제시문 [라] 고등학교 <생명과학 I, II> 교과서

 제시문 [마]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 바라바시 지음, 강병남·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2002

 제시문 [바]  고등학교 <생명과학I, II> 교과서;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스티븐 로우즈, R.C. 르원틴, 레온 J. 카민 지음, 이상원 옮김. 한울, 1993

 제시문 [사] 고등학교 <생명과학I> 교과서

 제시문 [아]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국사상연구소 지음, 박민아·정동욱·정세권 옮김, 이음, 2009

 제시문 [자]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스티븐 로우즈, R.C. 르원틴, 레온 J. 카민 지음, 이상원 옮김. 한울, 1993

 제시문 [차]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국사상연구소 지음, 박민아·정동욱·정세권 옮김, 이음, 2009

 예시답안(의학계열)

수학

[논제 I-1] 구간 에서 각 반구의 부피가 , 이므로, 입체의 부피 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구간 에서는 아래 반구가 없어지므로, 입체의 부피는 이다. 

이를 종합하면, 입체의 부피 는 아래와 같다.

[논제 I-2]  적어도 하나의 반지름이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인 에 대해서만 고려한

다. 다음으로, 두 반구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되는 시각 를 구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두 반구의 형태는, 

인 경우 (그림 1), 인 경우 (그림 2), 인 경우 (그림 3) 등의 3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i) 인 경우, (그림 1)에서처럼 이고 이다.

(ii)  인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변수 를 설정하면 이고 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에 관한 방정식 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고,  이다.

(iii)  인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 반구가 얼음 반구에 완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눈 반구가 모두 녹아 없어진다. 따라서 와 는 정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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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을 종합하면 

, 이고,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의 시각은 이고, 

이때 와 의 좌극한은 이다.

[논제 I-3]  [논제 I-2]의 해설처럼 이후에는 두 반구 모두 녹아 없어지므로 이다. 편의상, 인 경우에 얼음과 눈으

로 구분되어 보이는 경계를 반구의 밑면과 평행한 단면으로 자르면 각각 높이가 , 인 두 개의 입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높이를 로 갖는 입체의 부피를 , 높이를 로 갖는 입체의 부피를 라 하자. 

(i)  인 경우, 은 반지름이 인 반구의 부피이므로 이고, 

  는 높이가 , 인 평면도형의 축에 대한 회전체의 부피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때 구하고자 하는 부피 는 다음과 같다.

(ii)  인 경우, 은 높이가 , 인 평면도형의 축에 대한 회전체의 부피이므로 

 이고, 는 위에서처럼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부피 는 다음과 같다.

(iii) 인 경우, 반지름이 인 얼음 반구만 고려하면 되므로 이 된다. 

(i), (ii), (iii)을 종합하면 입체의 부피 는 다음과 같다. 

[논제 I-4] 라 하자. 

(i) 인 경우, 이고 , 이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여 를 로 미분하면

 이 되어 는 항상 증가한다.

(ii) 인 경우, 이 되고, 

 , , , 이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여 를 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는 이 범위에서 한 개의 실근 을 갖는다. 

 일 때는 이고, 일 때는 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에서 최댓값을 갖게 된다.

(iii) 일 경우에는 상황 1에서의 아래 반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인 경우에 이고, 가 시간 에 따라서 감소하므로, 는 항상 감소한다. 

 그리고 인 경우에는 이다.

 는 연속함수이므로, (i), (ii), (iii)을 종합하면 에서 는 최댓값을 갖는다.

과학(물리)

[논제Ⅱ-1]  촛불은 레이저와 달리 나오는 빛의 위상이 동일하지 않다. 빛의 간섭에서는 빛의 위상이 중요하므로 두 슬릿에 들어가는 빛의 위상

을 같게 해 주기 위해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을 놓아 동일한 위상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 위에 제시한 것 외에도 적절한 장치를 

제시하여 실제로 촛불로 실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 촛불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단일하

지 않으므로 파장에 따라 다른 간섭무늬가 서로 겹친 형태의 무늬를 스크린에 만든다. 따라서 단일한 파장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게 

하려면 색 필터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촛불은 그 빛의 밝기가 어두우므로 외부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여주면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 되면서 방향, 파장, 위상이 같은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유도방출이라 한다. 레이저는 유도방출에 의해 빛

을 증폭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위상이 모두 같다. 따라서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이 없어도 이중 슬릿 실험을 

할 수 있다. (* 레이저의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세기를 매우 크게 만들 수 있고, 동일한 진동수의 빛만을 증폭한 것이

기 때문에 단색광인 점 등을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논제Ⅱ-2]  두 슬릿에서 나온 빛의 경로차는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 슬릿간격을 ,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 

스크린의 중앙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라고 할 때 이다. 

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일 때 보강간섭이 일어나므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은 가 된다. 

문제에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면 이므로 이다. 

만약 이 실험을 굴절률이 1.5인 매질 안에서 한다면 매질 안에서의 빛의 파장이 인 이므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도 배 만큼 줄어들어 가 된다. (* 측정에 의해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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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Ⅱ-3]  초기속도 으로 전기장구역 를 통과한 후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전위차 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으므로, 속도 

은 를 만족하고, 자기장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므로 

으로부터, 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 두 식으로부터 이 된다. 한편, 자기장은 전자의 운동에너지 증가분에 기여하

지 않으므로 또 다른 전기장구역 까지 모두 통과한 후에 전자의 속도를 라고하면, 의 관계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 는 혹은 위에서 얻은 를 이용하면, 

이다.

[논제Ⅱ-4]  폭이 인 슬릿을 통과한 전자들의 축 방향에 대한 위치 불확정성을 라고 하면, 불확정성원리로부터 축 방향에 대한 

운동량 는 의 관계를 만족한다. 슬릿을 통과한 후, 전자는 축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부정확도에 의해 

가량의 방향 속력의 부정확도를 가지게 된다. 슬릿에서 형광판까지 전자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는 

약 이므로, 전자의 물질파는 아래 그림과 같이 회절하게 된다. 

[그림 4]

형광판에 도달한 전자의 분포에서 중심의 밝은 무늬의 폭 는 와 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어림 계산이므로 를 로 하거나 계산에서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과학(화학)

[논제Ⅱ-1]  (1)  이므로 암모늄 이온(NH4
+)의 이온화 상수( )는 5×10-10이다.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

+)의 농도

가 같을 때 H3O
+의 농도는 암모늄 이온(NH4

+)의 이온화 상수( )와 같으므로, 5×10-10이다. 그리고, pH와 H3O
+의 농도의 관

계는 ([H3O
+])이므로, 25°C에서 암모니아의 농도와 암모늄 이온(NH4

+)의 농도가 같을 때의 pH는 9.301이다.

(2)  에틸렌다이아민(L)이 수용액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수용액에는 L, LH+, LH2
2+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

므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의 농도는 [L], [LH+], [LH2
2+]의 합이다(또는 초기 에틸렌다이아민의 농도는 [L], [LH+], 

[LH2
2+]의 합이다). 따라서, 초기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는 [LH+]/([L]+[LH+]+[LH2

2+)이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정

리해서, 초기(또는 전체)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LH+의 농도비를, H3O
+의 농도와 , 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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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Ⅱ-2]  (1)  트라이에틸아민((CH3CH2)3N)수용액으로 이산화 탄소(CO2)를 포집하면, 우선 이산화 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다음과 같은 반응

이 일어난다.

CO2(g) + H2O(ℓ) ⇄ H2CO3(aq)

  생성된 탄산(H2CO3(aq))은 산으로 작용하고, 수용액에 녹아 있는 트라이에틸아민은 염기로 작용해 다음과 같은 산-염기 반응

이 일어난다.

(CH3CH2)3N(aq) + H2CO3(aq) ⇄ (CH3CH2)3N
+H(aq) + HCO3

-(aq)

(2)  이산화 탄소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기체가 용해되어 용액이 생성되는 반응이므로 엔트로피( )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도

가 높은 기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질서도가 낮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또한 무질서도가 높은 기체의 개수가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는 반응은 엔트로피( )가 감소( )하는 반응이

다. 트라이에틸아민과 탄산의 산-염기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 변화가 없고 분자 수의 변화도 없어 엔트로피( )의 변

화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또는 거의 없다) ( ). 따라서 이산화 탄소의 포집이 일어나는 계의 엔트로피는 감소

( )한다. 

(3)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아 트라이에틸아민과 반응하여 포집되는 전체 반응은 아래와 같다.

(CH3CH2)3N(aq) + H2O(ℓ) + CO2(g) ⇄ (CH3CH2)3N
+H(aq) + HCO3

-(aq)

 298 에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 반응이 자발적이 되기 위해서는 의 값이 음이어야 한다. 

 전체 반응의 엔트로피는 감소( )하므로,

이어야 하고,

이어야 한다.

 298 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의 조건은

이다.

 엔탈피 변화량( )이 이라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은

이다.

과학(생명과학)

[논제 Ⅱ-1]  제시문 [마]에서 암 발생의 원인은 직접적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잘못

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관련 유전자들과 이와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해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유전 질환의 원인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단일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소수이며, 두 개 이

상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고, 유전 요인 이외에 환경 요인들이 질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은 유전 정보와 이에 기초한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현대 생명 공학 기술은 여러 유전자와 이에 상호 작용하는 많은 단백질들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 요인,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논제 Ⅱ-2]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그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가

령 식습관 등의 환경 요인을 개선하여 발병 가능성을 낮추거나 유전자 치료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질

환의 발생이 하나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며, 또

한 환경 요인에 따라 발병 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모든 질환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검사할 수는 없다. 더구

나 예측된 발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커질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진단 기회가 오히려 높은 의료비용을 발생할 수 있

으며, 과도한 수술이 행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법적·윤리적 문제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발

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들이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논제 Ⅱ-3]  ①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50%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식습관, 거주지 등, 환경까지도 비슷하

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유전자와 환경이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다. ②의 

경우 1란성 쌍둥이는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반면, 2란성 쌍둥이는 보통의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대략 50% 정도의 유전자

를 공유한다. 따라서 2란성 쌍둥이보다 1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질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면 유전적 영향을 강력히 시사하

는 것이 된다. 하지만 1란성 쌍둥이가 2란성 쌍둥이보다 더 닮아보여서 더 유사한 양육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의 영향

을 과대평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1란성 쌍둥이에서 질환 발병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환경의 영

향을 강력히 시사한다. ③의 경우, ②와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양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

해야 한다.

[논제 Ⅱ-4]  태어날 아이의 지능지수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아버지가 고학력자라는 사실이 태어날 아이의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확률에 의존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자에서 지능지수가 높게 평

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고학력자의 지능지수가 확실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람의 높은 학력이 높

은 지능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열망, 개인의 노력과 같은 다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둘째, 실제로 고학력자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얼마나 유전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지능과 같은 복잡한 

형질은 다수의 유전자와 다수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이러한 형질일수록 태어나서 자라는 양육 환

경(예: 동기부여, 지적 자극 등)이 얼마나 다른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정자에 어떤 유전자들이 담길 것인지는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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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우수자전형 안내

1. 모집인원 : 92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는 졸업예정자가 아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 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비교내신적용대상자는 

제외). [예시 : 영어교과의 경우, 세부과목(공통영어, 영어Ⅰ, 영어회화…)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해야 함]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 있음

3. 최저학력 기준

●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정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필수 응시) 영역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 영역

계열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 나 사회 과학

인문

○ ○ [택1] ○
○

[택1, 2과목]
○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지리학과(인문), 건축학과(인문), 간호학과(인문)

○ - ○ ○
○

(2과목)
- ○ 한의예과(인문)

자연 ○ ○ - ○ -
○

(2과목)
○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지리학과(인문) 제외], 공과대학[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체능 ○ - ○ - ○ 체육대학

 ※ 각 계열별 또는 모집단위별 최저학력기준은 2016년 11월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충족함

 ※ 각 계열별로 지정된 반영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함. 계열별 지정 영역을 한 개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탐구영역 1과목 응시자 포함) 지원 자격 부적격자로 처리함

● 최저학력기준 충족 조건 

계열/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한의예과(인문) 제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인문[한의예과(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의학계 모집단위 제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의예과·한의예과(자연)·치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체능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단, 한국사 필수 응시)

 ※ 탐구영역은 상위 1개 과목을 반영 

 ※ 인문·[한의예과(인문) 포함] 모집단위에 한해서 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회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 성적으로 대체 가능

4. 전형 방법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논술고사 성적과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영역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사정 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비고
논술고사 성적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 성적

계

일괄 합산
비율 70% 30%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있음배점 700점 300점 1,000점

논술고사 안내

⊙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고사는 “인문·체능계열[인문·체능계, 사회계], 자연계열[자연계, 의학계]”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단순 암기나 전문 지식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 기출 논술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과 논술특강 동영상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항시 공개됩니다.  

1. 개요

인문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 구분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

- 2 ~ 3문항 문항 수 - 수학, 과학 각 4문항 내외

- 1,500 ~ 1,800자, 원고지 형식의 답안지 형식 - 문항별 지정된 답안란에 작성, 노트 형식의 답안지

- 120분 시간 - 120분

● 인문·체능계 : 1,200자 내외의 긴 논술문제 출제 가능

● 사회계 : 수리논술 출제, 영어 제시문 출제 가능 
특징

● 수리논술, 과학논술 출제

- 수학은 필수

- 과학은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중 한 과목 선택

2. 논술의 성격 

● 인문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

 - 통합교과형 논술로 수험생의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 측정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 및 문제해결 과정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평가

●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

 -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의 자연과학적 분석 능력 측정

 -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응용력과 분석 능력 평가

 - 의학계 논술에서는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를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

● 출제 유형 :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자료 제시형

● 출제 범위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

● 특이 사항

 - 사회계 논술고사는 영어 제시문 출제 가능

 -   사회계 논술에는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되며, 수리논술 문항은 사회·경제에 관한 ▷도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여 논술하거나,  

▷논제를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는 유형으로 출제

 -   자연계 및 의학계는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 출제

 -   자연계 및 의학계 논술고사의 경우,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 선택(물리, 화학, 생명과학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범위 안에서 출제)

 -   의학계 논술의 경우 자연과학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과학 연구의 인문·사회·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통합형 논술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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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열별 문제유형 및 해당 모집단위

계열 문제유형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인문·체능

인문·체능계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외국어대학, 건축학과(인문), 체육대학

사회계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인문), 한의예과(인문), 간호학과(인문)
-

자연

자연계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지리학과(인문) 제외],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공과대학[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의학계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

5. 출제 방향

● 인문계열 [인문·체능계, 사회계]

 -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하는 성찰적 사고력 요구

 - 특정 주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사고력 요구 

 - 텍스트 해석 능력 및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통합적 사고력 요구

 - 사회계열 수리논술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식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수리 능력 요구

● 자연계열 [자연계, 의학계]

 -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응용력,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논증 능력 요구

 - 제시문 및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 소양의 적절한 활용 및 창의적인 논리 전개 요구

6. 논술 준비

● 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읽기와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해 통합적 사고력 훈련

● 교양서적, 각 분야의 잘 알려진 권위 있는 저서, 신문기사, 학술잡지 등을 다양하게 읽어 사고력 배양

● 인문·체능계열[인문·체능계, 사회계] 논술의 경우 교과서와 고전, 시사 관련 문헌 및 자료 다독(多讀) 

● 자연계열[자연계, 의학계] 논술의 경우 과학교과의 일반·심화 교육과정 전반의 교과서에서 예상논제 유추

● 환경, 식량, 에너지, 신기술, 생명과학 등 현대사회의 현안에 관한 글을 다양하게 읽고 문제해결력 배양

7. 논술 작성요령 및 유의점

●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창의적으로 전개

● 논제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하기보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 차별성 있는 논거와 참신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답안 작성

● 요구한 답안 분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분량이 초과되거나 부족하면 감점

● 문제지와 답안지에 표기된 논술작성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방법

1. 기본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비율 : 교과영역 70%, 비교과(출결·봉사)영역 30%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대상 : 2015년 2월 ~ 2017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계열별 반영교과 및 반영 과목 개수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반영교과별 전체 세부 과목 성적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체능 국어, 영어

 ※ 교과영역 성적반영에 있어, 학년 및 이수단위에 대한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적 반영 범위

 - 졸업자 : 전 학년

 -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조기졸업 예정자는 2학년 1학기)까지

 - 기타사항 : 계열별 반영 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단,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는 제외)

● 교과 영역 활용 척도 

 - 2008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석사등급

 - 2007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 석차, 동석차, 재적수 등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석차등급을 산출

● 교과 분류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 분류를 따르며, 교과 분류가 본교의 반영 교과분류 체계와 상이한 경우는 교육부의 

교과 분류체계를 준용하거나 본교의 판단에 의해 반영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 교과 영역 성적

 1) 교과 영역 석차등급 점수표

전형 배점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논술우수자전형 210점 210점 208점 204점 198점 190점 178점 154점 103점 0점

 2) 성적 산출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석차등급 점수의 평균 = 세부 이수과목 석차등급 점수의 합 ÷ 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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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출결·봉사) 영역 성적 등급표 

 1) 출결 성적

무단결석 일수
전형

0~2일 3~4일 5~6일 7~8일 9~10일 11~12일 13~14일 15~16일 17~18일 19일 이상

논술우수자전형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결석일 수는 3년간 총 결석 일수이며, 결석일수는 무단결석 일수만 해당함

 2) 봉사 성적

봉사 시간
전형

20시간
이상

18~19
시간

16~17
시간

14~15
시간

12~13
시간

10~11
시간

8~9
시간

6~7
시간

4~5
시간

3시간
이하

논술우수자전형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봉사시간은 3년간 총 봉사시간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개인으로 표기된 모든 봉사시간이 포함됨

3.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   2014년 2월 및 이전 고교졸업자,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2+1 체제 졸업(예정)자, 기타 석차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

 - 지원자가 취득한 논술고사 성적(700점 만점)을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교과영역 및 비교과(출결·봉사)영역 등급 점수표(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 논술우수자전형

배
점

논술 점수

700
~

686
이상

686
미만
~

665
이상

665
미만
~

644
이상

644
미만
~
616
이상

616
미만
~

588
이상

588
미만
~

560
이상

560
미만
~

532
이상

532
미만
~
497
이상

497
미만
~

462
이상

462
미만
~
427
이상

427
미만
~

392
이상

392
미만
~
357
이상

357
미만
~
322
이상

322
미만
~
287
이상

287
미만
~
252
이상

252
미만
~
217
이상

217
미만
~
182
이상

182
미만
~
147
이상

147
미만
~
112
이상

112
미만
~
77

이상

77
미만
~
42

이상

42
미만
~
7

이상

7
미만

300 300 299 297 294 291 288 284 280 276 269 260 249 236 221 203 183 161 137 111 83 53 27 0

●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점수

 -   지원자의 논술고사 성적(700점 만점 기준)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 논술고사 성적(630점) = 294점

서울캠퍼스 교통안내 버   스 1222(초록), 273(파랑), 동대문 01(초록)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마을버스 1번 환승)

국제캠퍼스 교통안내 버   스 강남역 : 1550-1, 5100   잠실역·강변역 : 1112   사당역 : 7000

  7번 : 미금역 ↔ 수원역 ↔ 경희대

  116-3번 : 상대원 ↔ 성호시장 ↔ 모란역 ↔ 서현역 ↔ 면허시험장 ↔ 신갈중 ↔ 경희대

  900번 : 구로디지털단지역 ↔ 북문 ↔ 영통 ↔ 경희대

  M5107번 : 서울역환승센터 ↔ 명동국민은행앞 ↔ 경희대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 하차(9번 버스 환승 또는 도보 20분)

● 서울캠퍼스

● 국제캠퍼스

캠퍼스 및 교통 안내

80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논술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