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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1

위 수험자의 경우 제시문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각 문항에서 요청되는 답안을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였습니다. 문

항 [1]에서는 제시문 [가]의 공정성 개념을, 문항 [2]에서는 제시문 [나]의 경제족 효율성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답안에 적용하였으며 적절한 예시를 답안에 포함하여 본인의 답안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항 [3]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잘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 이해력, 개념 적

용력, 논리성 모두가 잘 녹아든 바람직한 답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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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2

본 수험자 답안의 경우 각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한 기본에 충실

한 답안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잘 구성하였으며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

의 판단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적절한 사례가 포함되었다면 보다 설득력이 높

아졌을 것이지만 현 답안으로도 충분히 바람직한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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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3

본 수험자의 경우 각 문항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에 충실히 답변한 답안입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들을 잘 이

해하고 본인의 답안에 적용하였으며 각 개념들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제

시문에 나타난 사례들까지도 적절히 언급해주어 읽기 쉽고 설득력 있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리 정연한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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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2-1

본 수험자 답안의 경우 제시문에 제시된 조건들을 바탕으로 문항 [1], [2], [3]에 모두 정확히 답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문항들에서 요구된 수리적 계산 능력을 모두 충족한 답안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저축 및 투자 등 여러 대

안들 중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는 답안이다. 또한 확률 및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

산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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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2-2

본 수험자의 답안은 각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들과 조건들을 바탕으로 각 문항들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계

산해낸 답안입니다. 확률 및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적 계산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답안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계산을 통해 정확히 답변을 내린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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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2-3

본 수험자의 답안은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들과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히 정답을 계산한 답안입

니다.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기초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는 답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풀이과정 역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바람직한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