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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형일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원서접수 일정

수시

모집

논술위주
논술전형

※ 2018. 11. 25(일) 실시
670

2018. 9. 10(월)

~ 9. 12(수)

학생부위주

(교과)
고교추천전형 400

학생부위주

(종합)

미래인재전형 780

고른기회전형 48

사회기여자전형 15

실기위주

어학특기자전형 60

과학특기자전형 79

국제학특기자전형 54

예체능실기전형 162

예체능서류전형 72

소 계 2,340

정시

모집

(‘가‘군)

수능위주 수능전형 433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실기위주 예체능실기전형 261

수능/

실기위주

기회

균형

전형

(정원외)

농·어촌학생 (110)

특성화고교 (3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

장애인등대상자 (15)

소 계
694

(180)

총 계
3,03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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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논술고사의 방향과 준비

1. 논술고사의 목적

가. 고교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

‣ 기초 교과지식 및 원리의 이해력과 적용 능력

‣ 다양한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자 주도적 응용 능력

나.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평가

‣ 사고의 논리성·합리성, 논증 능력

‣ 학문적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다. 융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언어적 사고력과 영역간 재구성·종합적 분석 능력

‣ 과정 중심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

‣ 수리적·논리적 사고력 및 종합적 분석 능력

2. 2019학년도 논술고사 실시전형과 시험방식

가. 논술고사 실시전형

전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요소

수시모집

논술전형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 670

학생부교과 30%

+ 논술 70%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있음

나. 모집단위별 논술유형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시험시간 출제범위

인문Ⅰ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인문)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 인문Ⅰ, 인문Ⅱ,

자연Ⅰ 중

택 1하여 응시

언어논술Ⅰ

100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언어논술Ⅱ인문Ⅱ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엘텍공과대학(인문), 신산업융합대학(인문),

간호대학(인문)

자연Ⅰ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자연),

사범대학(자연), 신산업융합대학(자연),

간호대학(자연),

스크랜튼대학 융합학부(뇌·인지과학전공)

수리논술Ⅰ

자연Ⅱ 의예과 수리논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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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술고사의 형식

문제구성

‣ 논술유형별로 구분하여 출제

- 인문Ⅰ은 영어지문이 제시되며 인문Ⅱ는 통계자료, 표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됨

- 자연Ⅰ,Ⅱ는 수학 분야 제시문이 포함됨

‣ 전 유형 모두 3개의 대문항이 제시되며 각 문항은 세부 문제들로 구성

- 언어논술은 일관된 주제의 여러 지문에 대한 단계적 논술형태로,

일부 문항은 수리적 개념이 가미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음

제시문의

소재 및 범위

‣ 동서고금의 명작, 명문 뿐 아니라 통계·그림·사진 등의 자료

‣ 일상생활·사회현상·자연과학 소재 속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설명

‣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관한 자료, 언어·사회·수학 등의 교과 내용

‣ 수리논술 문항은 수학 교과과정에서 출제

문제유형

‣ 주어진 상황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여 표현하는 분석 논술형

‣ 핵심개념, 문장, 지문내용(요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설명 논술형

‣ 제시된 주장의 반론 제시, 타당성 검토 등 비판 논술형

‣ 주어진 자료나 지문의 논리적 연관성을 찾는 논리 진술형

‣ 지문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는 종합 논술형

4. 논술고사의 평가기준

가.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 핵심적인 개념, 주장과 근거,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 올바른 자료해석 능력 및 사고의 정확성과 통합성

나. 객관적·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 다양한 상황 및 관점을 객관적․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서술 능력

‣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주장은 감점 요인

다.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 능력

‣ 지문(주장)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력

‣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지문 주장에 대한 비판 능력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 능력

라.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등

‣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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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질문 요지의 정확한 파악

‣ 제시문과 질문의 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답변을 시작할 것

‣ 주관적 진술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 중심의 논술을 전개할 것

나. 간단명료하고 논리적인 답변 필요

‣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논거로 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것

‣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신의 상식을 중언부언하지 말 것

‣ 요구된 답안에 맞게 답안 길이를 조정할 것

다. 고교 수학 과정에서 터득한 관련 주제의 지식들을 종합한 새로운 관점 제시

‣ 제시문에 나온 주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할 것

‣ 제시된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

‣ 새로운 관점의 제시가 지나친 비약이나 논리적 허구성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

6. 논술고사의 준비

가. 장기적 준비

1) 교과내용에 대한 충분한 학습

‣ 교과서 지문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읽을 수 있는 유사한

내용의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할 것

‣ 시사적인 문제보다는, 교과서 중심의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 능력을 배양할 것

2) 폭넓은 독서

‣ 고전, 주변 사회·자연 현상 등에 관한 자료, 고교 교과내용 및 언론 보도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논리적·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3) 단편적 지식보다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4)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고사 경향에 대한 기초 지식 숙지

‣ 기출문제, 출제의도 등 대학에서 공개한 내용을 미리 확인

나. 글쓰기 훈련

1)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 독창성 있는 글을 쓰기 이전에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함

‣ 문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리 준비한 상투적 답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함

2) 통합적 사고 능력

‣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제시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연습이 필요함

3)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해서 글을 써 보는 연습

‣ 하나의 주제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서 글을 써 보는 연습이 필요함

‣ 글의 일부를 단순 교정하는 것이 아닌, 글 전체를 다시 쓰는 연습이 필요함

4)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글을 써 보는 습관

‣ 자신의 관점과 다른 혹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관점에서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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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쓰기의 기본형식에 유의

‣ 철자법, 맞춤법 등을 틀리지 않는 것은 논술문 작성의 기본

6)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

‣ 선행지식이 아닌, 제시된 지문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함

‣ 자신의 관점이 아닌,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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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Ⅰ)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  명

◆ 유 의 사 항 ◆                  

1. 시험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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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도가 나타나면서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만큼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하지만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

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

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

면 다른 곳에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

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

가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이건 상관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

만 중요할 뿐이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기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

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에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

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에 책상에서 일어선다.

[나] 매미나 작은 비둘기가 높이 나는 붕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도 낮은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이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못 미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붕새는 구만 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 하는 걸까.”

근교의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 끼 밥만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 리나

되는 길을 갈 사람은 전날 밤에 충분히 식량을 마련하고, 천 리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삼 개월 전부

터 식량을 모아서 준비한다. 그런데 매미나 비둘기같이 작은 것이 어찌 이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소소한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아침에 잠깐 사는 버섯인 ‘조균(朝菌)’은 하루를 다 알지 못하고, 한 계절만 사는 쓰르라미인

‘혜고(蟪蛄)’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冥靈)’이란

거북이 있는데, 이 거북은 오백 년을 봄으로, 오백 년을 가을로 하며 산다. 아주 먼 옛날 ‘대춘(大椿)’

이라는 나무는 봄과 가을을 각각 팔천 년씩 하여 살았다. 그런데 ‘팽조(彭朝)’는 요즘에 오래 산 사람

으로 유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명령이나 대춘에 견주어 보면 가련하지 않

은가!

[다] 우리 삶은 일정한 때와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삶은 때와 곳, 즉 현재라는 지평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삶의 현재는 ‘지금 여기’란 시간과 공간, 그 씨줄과 날줄이 만나는 터전이다. 삶의

철학은 우리 삶이 시간과 공간, 즉 ‘현재’란 해석학적 지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이야기를 지닌다. 이야기는 삶의 과정이며, 삶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너와 나의 이

야기는 삶의 결과이고 과정이며, 삶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그렇기에 삶의 이야기는 나의 존재이고 역사이며, 나 자신이다. 그 이야기에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나의 기쁨과 희망이, 지난날의 고뇌와 미래의 꿈이, 나의 잘못과 부끄러움이, 실패와 극복의

아픔이 담겨 있다. 거기에는 너와의 관계가, 너에 대한 아픔과 잘못이, 부끄러웠던 옛날의 기억이 있

다. 거기에는 가슴 설렘과 회한이, 어쩔 수 없었던 좌절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나의 마음이 담

겨 있다. 우리 삶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야기 그 자체이다.



2019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인문Ⅰ

2019 논술고사 안내 11

현재는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는 터전이며, 미래의 결단이 현재화하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삶은 언

제나 현재의 것이며, 그 현재는 시간적인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의 결단이 씨줄과 날

줄이 되어 만나는 터전이다. 삶이란 내 존재 전부가 담긴 이야기이다. 그 안에는 과거와 미래란 시간

이, 너와 나의 만남, 성취와 좌절, 용서와 이해가, 존재의 수용과 미래를 향한 초월이 함께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희열로 가득 찬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죽음보다 더 강하기도 하다. 인간은 실로 이 모

든 이야기 안에 자리한다. 우리는 실타래처럼 얽힌 과거와 꿈꾸는 초월, 그것이 함께 자리하는 해석

학적 현재에 살고 있다. 삶이란 결국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의 현재인 것이다.

[라] Recognizing that it is high time we restore healthy social networks to our daily lives, Dr.

Edgar Cahn, a form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dvanced a new

system of market, called time banking. In time banking, the market values the real work of

society, such as caring, loving, and being a citizen, a neighbor, and a human being. Time

banking operates on a new community currency based on time, the Time Dollar, that once in

circulation feels every bit as real, and as useful, as the cash in our pockets.

Time banking is built around the basic concept of earning and spending hours. Everyone's

skills are worth one Time Dollar per hour. When you join a time bank, the time bank measures

and values your hours based on the kind of help and skills you can offer. You can earn and

deposit your Time Dollars in the time bank by giving practical help and support to others. Later

on, when you need a helping hand, you can spend or withdraw your time credits on any kind

of skills and support other participants can offer. A time bank is open to people of all ages,

abilities, and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It benefits from the great diversity in its

participants and their skills. For example, an elderly man who needs his house painted used to

train police dogs. He earned a few Time Dollars with his dog training skills, and he is now

spending them on the house job with the help of a professional house painter. Each Time Dollar

can mean different values and services to different people. The secret of successful time banking

is sharing the load by doing the things you enjoy doing and letting others do what they enjoy

doing for you.

[마] 모든 신체 기관이 주기적인 운동을 하니 그 자체로 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체 시계

를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체의 일주기 운동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를 ‘중앙 통제 시

계’라고도 한다. 따라서 모든 신체 기관은 이 주인 시계에 맞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시계인 셈이다. 이 주인 시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기관의 각 영역을 하나씩 망

가뜨려 보면서, 그래도 일주기 운동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바로 뇌에 있는 시교차상 핵이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뒤 가게 되는 뇌의

좌우 신경이 교차하는 곳, 즉 시교차 위에 있어 시교차상 핵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생체 시계

가 빛의 영향을 받다 보니 오랫동안 가장 그럴듯한 생체 시계 후보로 간주됐다. 시교차상 핵은 2만

여 개의 신경 세포로 구성돼 있다. 살아 있는 쥐의 시교차상 핵에 전극을 꽂아 신경 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측정해 보면, 24시간을 주기로 사인파*에 아주 가까운 파형을 그린다. 그리고 바로 이곳을 망

가뜨리면 체내 대부분의 기관이 보이던 24시간 주기적 양상이 사라진다. 시교차상 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중앙 통제 시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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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교차상 핵의 신경 세포들은 이들이 체내에서 활동할 때에는 정확히 24시간에 맞춰 리듬

을 만들어낸다. 이 리듬을 살펴보면 오전 7시가 지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8시 30분

무렵에 장운동이 활발해진다. 오후 3시 30분쯤은 반응 속도가 하루 중 가장 활발하여 업무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다. 오후 5시 무렵은 근육의 힘과 유연성이 최고일 때이며 심장과 폐의 기능

도 가장 활발하다. 그리고 밤 9시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여 새벽 2시경에는 최고

치에 달한다. 그러므로 새벽 2시 전후에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 이 리듬이 망가지면 판단도

흐려지고 업무의 실수도 잦아진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판단 실수의 많은 경우가 의사와 간호사의

일주기 리듬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해가 있는 동안은 깨어 있고, 해가 진 다음에는 잠을

자도록 진화해 왔다. 생체 시계를 정확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면서 생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 사인파(sine波): 파형을 삼각함수의 사인 곡선으로 표시하는 파동. 주파수나 소리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기본 파형이다.

** 멜라토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이나 일조 시간의 변화 등을 감지하여 생체 리듬에 관여한다.

[바] 우리는 일벌과 일개미가 대단히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과즙을 모으

거나 집을 청소하는 시간은 낮 시간의 20%에 불과하다. 그 외의 시간에는 할 일을 적어 둔 쪽지를

잃어버리고도 걱정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처럼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한다. 개미나 벌이 근

면한 동물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은 벌집이나 개미집 전체가 보여 주는 번잡함 때문인 듯하다. 벌

집이나 개미집은 겉보기에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작은 우주 같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각각의 개미

들과 벌들이 매 순간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체 하나하나에 일일이 꼬리표를 붙이고 관찰한

결과, 벌들과 개미들의 휴식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 노동 시간도 상당히 다르

다. 프랑스 인은 일 년에 평균 1,646시간을 노동하지만, 일본인은 2,088시간을 노동한다.

인간이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간은 졸리면 커피를 마시고, 따뜻해서 잠이 쏟아질 때는 난방기를 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서 생존에 쓰고도 남을 양의 자원을 모으지만, 다람쥐는 한 해 겨울을 무사히 나는 데 필요한 자원

만 모은다. 동물 중에서 학비나 실직 수당, 구식 레코드를 콤팩트디스크로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을 걱

정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의 그러한 물욕(物慾)은 대개 문화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자원

을 획득하고, 그렇게 획득한 자원을 대체로 그날그날 소비하는 동물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한다.

사실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싶어 하는 선천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죄악의 하나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사] 어느 때 어느 사회에서고 일은 언제나 찬양되고 격려되어 왔다. 사실 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

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

인가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는 일이라는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作業, work)’과 ‘고역

(苦役, labor)’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

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 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

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창조적 활동의 목적이 작

품 창작에 있다면, 후자의 활동 목적은 상품 생산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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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와 [나]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그 둘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40점]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시오. [30점]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30점]

땀을 흘리고 적지 않은 고통을 치러야만 하는 정말 일로서의 일, 즉 작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언제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귀해 보인다. 땀을 흘리며 대리석을 깎는 조각가에게서,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창작에 열중하는 작가에게서, 무더운 공장에서 쇠를 깎는 선반공에게서, 땡볕에 지게

질을 하고 밭을 가는 농부에게서 다 똑같이 흐뭇함과 거룩함을 발견하며 그래서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일은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이기도 하다.

회초리를 맞으며 노예선을 젓는 노예들의 피땀 묻은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는커녕 그들을

짓밟은 ‘고역’이다. 위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조건하에 타당치 않게 박한 보수를 받고

무리한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고역이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한 학자가 하는 지적인 일도 경우에 따라 고역의 가장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반대

로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적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업으로서의 일

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

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 적업(適業):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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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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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

다.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중세의 크리스트교 사상에서도 발견된다. 아퀴

나스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이용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데카르트는 모든 존재를 정

신과 물체라는 두 개의 실체로 설명한다.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자는 주체가 되고, 그러하지 못한

자는 객체가 된다.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도덕적 주체가 되

지만, 영혼이 결여된 자연은 복잡한 구조의 기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

는 대상이 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베이컨의 과학 사상에서도 볼 수 있다. 베이컨은 ‘지식이 곧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지식이란 자연에 대한 지식이며, 힘이란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결

국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나]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를 가장 숭배한

다. 그들은 소가 영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나아가 어느 누구도 쇠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소를 도살하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에게 말해 두지만, 쇠고기를 먹는 가비(Gavi)라

고 불리는 종족이 있는데, 그들도 감히 소를 도살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가 자연적으로 또는 다른 이

유로 죽었을 때 그 고기를 먹는 것이다. 또 그들은 쇠똥으로 집을 온통 칠한다. 또 다른 한 가지 관습

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왕과 신하와 다른 사람들은 흙바닥에 앉는다. 누군가 그들에게 왜 좀

더 고상하게 앉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바닥

에 앉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땅은 아무리 숭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절대

그것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 사람들은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환경 윤리의 기반으로 권할 때가 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연약하고, 현재 지구는 인간의 개입으로 영구히 파괴될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 인간은 이 위태로운

세상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힘을 과대평가해서 나온 주장이다. 지구의

지질학적 규모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대지에 전혀 힘을 미칠 수 없다. 자연이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

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멸망할 수 있지만, 수백만 종에 달하는 곤충과 진드기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보다는 오히려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환경 윤리, 즉 황금

률이 요청된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

[라] 폴리네시아 인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식량, 충분한 건축 재료 등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섬을 발견하여 정착하였다. 그들은 번창하였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몇 세

기 후 그들은 돌로 단을 쌓고 석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돌 제단과 석상은 커졌고, 석

상은 10톤이나 나가는, 붉은 돌로 만든 왕관을 쓰기 시작했다. 각 씨족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자랑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웠을 것이다.

결국, 사람과 석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숲이 재생산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서 숲이 급속하게 파

괴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밭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기 위해, 카누를 만들기 위해, 집을 짓기 위

해, 석상을 옮기기 위해 나무를 베었다. 숲이 사라져 감에 따라 석상을 운반하고 세우는 데 사용되는

밧줄의 재료와 목재도 사라져 갔다. 카누의 재료인 나무들이 멸종하면서 고래도 식탁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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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파괴되어 흙이 비바람에 침식되고, 햇볕에 말라 척박하게 되었으므로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어들

었다. 남아 있는 작은 석상들의 홀쭉한 뺨과 앙상한 갈비뼈는 당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잉여 식량이 사라지면서, 그때까지 정교한 분업 사회를 이끌어 오던 추장, 관료, 성직자들이 힘을

잃었다. 중앙 집권적 정부는 각 지방의 혼란과 함께 무너지고 전사들이 세습되던 추장들의 권한을 빼

앗았다. 1700년을 전후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피해 동굴 생활을 시작

하였다. 1770년 전후에는 서로 경쟁 부족의 석상을 무너뜨려 머리 부분을 떼어 냈으며, 1864년에 이르

러 드디어 마지막 석상이 내팽개쳐졌다. 이렇게 이스터 문명은 쇠퇴하였다.

[마] 아파트 단지든 길거리에서든 눈에 띄는 대로 주워 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버린 침대

밑바닥의 널조각도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중에는 향이 진동하는 질 좋은 나무도 있다. 깨끗한

자개상도 벌써 다섯 개나 모아 뒀다. 큰 밥상도 있고, 개다리소반도 있다. 멀쩡한 책상은 왜 그리도

자주 버리는지 알 수 없다. 선반이나 책장, 고가의 장식장도 적잖다. 튼튼한 의자도 심심찮게 눈에 띈

다. 버리는 이유야 소상하게 알 수 없지만 흠집이 났다고,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산 지 오래되어 싫증

이 났거나 촌스럽다고 생각해 버리는 모양이다. 버리는 일에 도무지 주저가 없어 보인다. 버려진 물건

들의 번듯함과 엄청난 양을 생각하면 몹시 우울해진다. 이렇게 멀쩡한 것들을 이토록 손쉽게 버리다

니, 적어도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다.

망치를 들고, 때로는 드릴을 들고 폐기물 수거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물건들을 해체한다.

수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번듯한 물건이라도 가차 없이 장도리로 요절내고 해머로 박살을 내서 신속

하게 부피를 줄인 뒤, 차에 싣는다. 차에 실리는 순간 그것들은 ‘되살려 쓸 여지가 있는 자원’이 아니

라 쓰레기가 되어 버린다.

내가 주로 눈독을 들이고 반가워하는 것들은 버려진 목재들이다. 플라스틱 가구들은 그 고형성 때

문에 변형도, 재활용도 힘들다. 태워도 안 되고, 묻어도 곤란한 버려진 플라스틱이 갈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심란해진다. 하지만 목재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그럴듯한 ‘다른 물건’이 될 수 있다. (중략)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쉴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

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벌 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

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

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주로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얻는데,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땅 밑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오래지 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점,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제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얻는 방식에서 벗어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것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특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조력,

파랑 에너지 등 해양 에너지에 주목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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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 ~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하시오. [20점]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A와 B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E국이 있다. A의 소득은 300이며 B의 소득은 150이라 가정하자. 현재 E

국의 정부는 A와 B에게 20%의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평균 소비 성향이란 가처분 소득

(소득에서 조세를 뺀 금액)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을 Y, 소비를 C로 표

시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240 이상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6이며 가처분 소득이 0보다 크고 150 이하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8이라고 가정하자.

(1)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A와 B 소비의 합)를 구하시오.

[10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산

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해양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은 밀물과 썰물, 파랑과 같은 역학적 에너지,

해양 온도와 같은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므로 온실가스나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

하다. (중략)

바다는 우리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에너지의 연구와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력 확보, 이

제 바다로 눈을 돌리자.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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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침체에 빠진 E국의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한다. 세

제 개편안 (가)와 (나)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 (가)의 경우 A와 B의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며, 세제 개편안 (나)의 경우 고소득자 A의

소득세율은 15%로, 저소득자 B의 소득세율은 0%로 각각 낮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각각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

비 및 총소비를 구하시오. 구한 값들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안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총소

비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지(따라서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10점]

(3) E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E-계수’라 하자. E-계수가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E-계수를 각각

구하여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의 E-계수와 비교한 후,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소득 분배 불

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앞의 (2)번 문항에서 구한 답을 고려할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득 재분배’라는 목표와 ‘경기 변동 조절’이라는 목표를 한 가지 정책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10점]

<보 기>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경제

력 격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2. 정부는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시장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지나치게 활발해 경기가 과열되다가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하곤 한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수입을 줄여 민간의 소

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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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Ⅰ)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  명

◆ 유 의 사 항 ◆                  

1. 시험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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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식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 위의 점의 집합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2)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3) 집합 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넓이를 구하시오.

함수   ln  이며      이다.(단, ln 는 자연로그이며 는 실수이다.)

합성함수  ∘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합성함수 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 가 되는 실수 의 최대범위를 정하시오.

(2)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최솟값이 이라고 할 때 실수 의 값을 구하시오.

(3)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역함수를   
  라고 하자. 의 값이 ln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인 그릇이 두 개 있다. 왼쪽 그릇의 높이가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이 





인 원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의 윗부분이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다. [30점]

(1) 두 그릇의 부피를 구하시오.

(2)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   일 때,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3) 두 그릇에 높이가 같도록 물을 담을 때, 각각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있음을

보이시오.

1

2

3



2019 논술고사 안내 21

2019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Ⅱ)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  명

◆ 유 의 사 항 ◆                  

1. 시험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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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식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 위의 점의 집합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2)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3) 집합 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넓이를 구하시오.

함수   ln  이며      이다. (단, ln 는 자연로그이며 는 실수이다.)

합성함수  ∘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합성함수 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 가 되는 실수 의 최대범위를 정하시오.

(2)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최솟값이 이라고 할 때 실수 의 값을 구하시오.

(3)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역함수를     라고 하자. 의 값이 ln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인 그릇이 두 개 있다. 왼쪽 그릇의 높이가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이 





인 원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의 윗부분이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다. [40점]

(1)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   일 때,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2) 두 그릇에 높이가 같도록 물을 담을 때,

각각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있음을 보이시오.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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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우수답안 분석

I. 전반적인 출제의도 및 특징

2019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

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논술고

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주장의 핵심을 비교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요구사항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묻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서고금의 고전, 문학작품, 사회비평 등을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주요 제시문들이 고교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평이

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논술 문제는 수험생들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학습하면서 그 응용 능력을 충분하

게 배양해 왔는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이처럼 본교의 논술

고사는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국한시키며, 별도의 선행지식이나 교과

이외의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준비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

조하고자 하였다.

II. 문제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

적 이해 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논술고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계열 I의 논

술고사는 일과 삶 그리고 시간 등에 관한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3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1개의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제시문이 활용되었

다. 인문계열 II의 논술고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수험생들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진단하는

2개의 큰 문항(이중 1개의 문항은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묻는 1문항(3개의 소문

항으로 구성)을 합하여 총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 6개의 제시문이 활용되었다.

2019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Ⅰ에서는 시간과 삶, 그리고 노동과 여가 등 생활의 선택에 대한 사람

들의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제시문들이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 활용에 관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측정코

자 하였다. 영어 제시문 역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재능을 교환하여 공존의 가치를 얻는 방법으로 시간

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제시문들과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인문계열 I의 문항들은 모두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선택의 의미, 그리고 여유시간과 일과의 조화

와 삶에 대하여 묻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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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열Ⅱ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여러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문

제를 출제하였다. 우선 ‘환경’이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인간중심적인 도구적

자연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자연관, 자연과 공생을 모색하는

환경 윤리의 시각 등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대비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연

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 파괴의 문

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글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연계열은 부등식, 다항함수, 로그함수, 미분과 적분, 함수의 미분 및 정적분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제당 2-3개의 하위 문제가 제시되어 사고를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부등식은 1차 함

수와 절댓값을 결합하여 영역을 표시하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2차 다항식과 지수함수, 로

그함수가 결합된 합성함수의 증감성질을 이용해 역함수의 미분 값을 구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가 출

제되었다. 또한 정적분의 활용 범위에서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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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형별 문항분석

1. 인문Ⅰ

2019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간과 일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담고 있는 글들로, 수험생들의 정확한 이해 능력과 비

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글들이다. 제시문 [가]는 철도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한 근대

이후 시간관을 부각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각 존재들이 가지게 되는 상대적 시간 인식을, 제

시문 [다]에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한 해석학적 시간관을 대비적으로 보여 준다. 제시문 [라]는 시

간을 화폐처럼 저축하고 쓸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공존의 문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제시

문 [마]는 우리의 몸이 지키고 있는 시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의 지평

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시문 [바]는 여러 동물들의 다양한 습성 속에서 노동 시간과

게으름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며, 제시문 [사]는 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 ~ [문제 3] 제시문

제시문 [가]는 안광복의 지리 시간에 철학하기 에서 발췌한 글이다. 철도가 나타나면서 사회의 시간 개

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

다. 철도가 산업의 효율을 높여 주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은 지역과 여건에 따른 삶의 다양성을 잃게 되었

고, 모든 곳의 삶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표준화되고 획일화됨에 따라 사람이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출처: �국어 Ⅱ�, 창비, 2016, 98-99쪽)

제시문 [나]는 장자의 소요유 에서 발췌한 글이다. 지혜의 상대적인 수준을 살피는 가운데 수명이 다

른 존재들에게는 시간 역시 동일한 의미일 수 없음을 논하고 있다. 하루를 다 살지 못하는 ‘조균’, 한 계

절을 다 살지 못하는 ‘혜고’ 같이 짧은 일생을 사는 경우와, 수백 년을 사는 거북, 수천 년을 사는 나무

등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사는 존재들을 비교하면서 좁은 안목과 식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출처: �고전�, 해냄에듀, 2014, 226쪽)

제시문 [다]는 신승환의 우린 어떤 이야기에 살고 있나 에서 발췌한 글로,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거와 미래의 교차,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를 펼쳐 보이는 글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현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장소이며, 미래의 결단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현재라는 시

간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이러한 시간관을 취할 때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며,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삶의 역사가 담긴 이 이야기를 과거라는 씨줄과 미래라는 날줄의

교차와 직조로 읽어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학적 사유가 글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출처: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14, 74-75쪽)

제시문 [라]는 타인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한 시간만큼 자신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은행’ 제도에 관한 글인 Do You Have a Time Bank Account? 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시간 은행’을 통해

시간이 돈과 같은 교환 가치로 환산됨으로써 공동체에서 시간의 합리적 거래가 공존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 시간 단위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다양한 질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시간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출처: �High School English II�, 비상교육, 2013, 102-107쪽)



26 이화여자대학교 

제시문 [마]는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관한 글인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에서

발췌하였다. 우리 몸은 빛이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한 뇌의 시교차상 핵이 중앙 통제 시계의 역할을 하면서

특정한 시간에 잠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신체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등 비교적 일률적인 행동 양

상을 보이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따라서 타고난 생체 시계를 거스르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고 효율

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국어 I�, 해냄에듀, 2014, 248-250쪽)

제시문 [바]는 N. 앤지어의 벌처럼 부지런하다? 에서 발췌한 글이다. 사람들은 일벌과 일개미가 부지

런한 동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낮 시간의 20%에 불과하며 휴식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비해 인간은 일하는 시간이 길고 문화권에 따라 노동 시간도 다르다. 글쓴이는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인간의 특징을 문화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독서와

문법 Ⅱ�, 미래엔, 2012, 276-280쪽)

제시문 [사]는 박이문의 일 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노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인간은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 동물과 구별되는데, 인간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의 종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글쓴이는 한나 아렌트의 구분법인 창조

적 ‘작업’과 기계적 ‘고역’을 통해 전자의 고귀함에 주목하는 한편 후자의 철폐를 촉구한다. 요컨대 글쓴

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인간에게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낸다. (출처: �국어Ⅰ�, 미

래엔, 2014, 214-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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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제시문 [가]와 [나]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그 둘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4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시간에 관한 세 가지 다른 관점의 지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각각의 지문의 내용을 바

르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들 지문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주어진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제시문들은 획일적인 시간, 상대적인 시간, 그리고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시간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세 개의 제시문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비교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제시문 [가]의 경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획일적 시간을 논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의 경

우에는 존재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의 경우를 보이면서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그

러한 인식을 통한 지혜의 폭과 깊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다]는 [가]의 획일적 시간, [나]의

상대적 시간과 달리, 인간의 시간을 해석의 대상인 ‘이야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현재’라는 시간

에 관계하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영향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

인 관점의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부터 제시문 [가]의 획일적 시간, 제시문 [나]의 상대적 시간의 어떤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의도이다.

■ 우수답안

제시문 [가]에 제시된 ‘철도 시간’은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인 시간이다. 세상이 철도에 의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과 긴밀

하게 연관을 맺게 되면서, ‘출발과 도착 시간’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과정의 다양성과 상이함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오차 없는 결과의 교환만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것이다. 근대

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산업 분야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되어 공부나 일은

물론이고 식사나 휴식조차도 획일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의 시간은 지

극히 상대적인 시간이다. 열거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하루도 채 살지 못하는 존재에서부터

팔천 년을 넘게 사는 존재까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짧은 수명의 존재가 가지는 세계

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긴 수명을 가진 존재의 인식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논하면서, 우리가 소소

한 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큰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현재’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향한 결단이 교차하는 일종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시

간을 파악하고 있다. 즉 찰나에 불과한 것 같은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변화하

는 중요한 지점이며,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중요한 해석의 지평이라는 것이다. 제시문 [다]의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가]의 획일적 시간은 각 존재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과거

와 미래의 연결 고리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삶이 빚어내고 있는 이야기들

의 다채로움을 온전히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인 시간관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제시

문 [나]의 상대적 시간은 자칫 삶의 시간 길이에 비례하여 지혜의 크기가 커진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반나절을 사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의 현재는 충분히 그의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의 교직을 통한 고유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을 사는 존재의

‘현재’에서도 그 나름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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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의 답안은 먼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요약한 후 각각의 특징을 ‘시간’ 또는 ‘현재’라는

핵심어로 다시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 저자의 개념이나 메시지를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

심어에 맞추어 새롭게 요약함으로써 두 제시문의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

에 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취하고 있는 해석학적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시간관이 가지는 폐해와 제시문 [나]의 시간관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여 정리한 것도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제대로 짚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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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시간을 물리적, 양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삶과 시간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시간 은행’ 제도는 시간을 돈처럼 저축

하고 교환하기도 하는 보다 생소한 시간 개념을 제시하며, ‘생체 시계’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고정적, 기

계적 시간 개념을 보여 준다. 이 둘을 비교하여 삶과 시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인간 의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며, 인간 사회의 공존 및 최적의 삶의 조건을 위해 우리가 시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야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 및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우수답안

제시문 [라]와 [마]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의 주요한 조건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잘 활용 및 관리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시간에 대

한 상이한 관점 또한 보여 준다.

제시문 [라]에 나타난 ‘시간 은행’ 제도는 삶에서 시간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똑같은 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별일 없이 소모된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를 공동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봉사하는 시간으로 환원하여 교환하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예시에서 나오듯 타인의 강아지를 훈련해 주는 데 봉사한 나의 한

시간은 필요에 따라 내 집을 색칠하는 타인의 봉사의 한 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글

에 따르면 시간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똑같은 한 단위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간관은 시간을 인간이 자

율적으로 저장, 분배 및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단순히 인간 삶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고정된 단위

가 아니라 인간의 활용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제시문 [마]는 인간이 자율 의지로 바꾸기 어려운 생체 시계를 타고 났다고 주장함으로써 제시문

[라]와는 확연히 다른 시간관을 보여 준다. 저자는 인간 뇌의 시교차상 핵이 신체가 24시간 주기에 맞춰

활동하도록 하는 중앙 통제 시계의 기능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결국 모든 인간의 신체가 이러

한 타고난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체 시계에 맞춰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하거나 신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최대한 이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판단의 실수도 의료진

의 생체 시계를 거스르는 생활에 따른 업무 능률의 저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관은 제시문

[라]와는 반대로 인간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간에 인간의 삶이 통제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고정적이며 기계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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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서로 대조되는 시간관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

어야 한다. ‘생체 시계’를 다룬 제시문 [마]에는 시간을 기계적이고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비교적 우리에

게 익숙한 시간관이 나타나는 반면, 제시문 [라]의 ‘시간 은행’ 제도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상대적이며

사회적 의미의 시간 개념을 소개한다. 우수 답안은 이 같은 ‘시간 은행’에서 보이는 새로운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를 ‘생체 시계’의 시간 개념과 비교적 명확히 대비하고 있다. 인간과 시간 사이의 통제의

문제가 두 시간관의 가장 큰 차이점임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시간 은행’에서는 인간이 공존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생체 시계’는 시간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제시문 [라]와 [마]의 서로 다른 두 시간관에 따르면 같은 단위 시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어떻

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적절히 추론 및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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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두 글에 나타난 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제시문은 인간을 동물과 비교하는 공통된 방식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갖는 특징과 가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 우수답안

제시문 [바]와 [사]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것으로, 두 글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일이 갖는 특

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인간의 노동을 이해하는 관점이 궁극적으

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제시문 [바]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노동 시간이 길고, 문화권에 따른 노동 시간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

에서 인간의 노동을 문화적 훈련의 산물이라 보고 있다. 부지런한 동물이라 여겨지는 일벌과 일개미도

낮 시간의 20%만 일하는 데 반해 인간의 노동 시간은 지나치게 길고 그것은 돈과 미래를 걱정하기에

생긴 물욕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게으름을 죄악시하고 심지어 쉬고 싶은 욕구마저 억제하며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동을 문화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는 이 글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화적 산물인 인

간의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제시문 [사]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일이라는 창조적 작업을 통해서만 인간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인간은 일함으로써 동물과 구별되며, 일은 땀과 인내

를 수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렇기에 인간의 노동은 엄숙하고 거룩하며 고귀하

다. 특히 이 글은 인간의 일을 창조적 작업과 기계적 고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일하는 인간의 숭

고함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키는 고역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작업으로서의 일을

지향할 것을 권고한다.

제시문 [바]와 [사]는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노동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난다. 제시문 [바]는 인간과 동물, 문화권별 노동 시간의 차이를 근거

로 들어 인간의 지나친 노동이 갖는 부자연스러움을 입증하고 있고, 제시문 [사]는 인간의 일을 두 가지

로 나누어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일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바]가 인간

이 본능과 달리 장시간 일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 제시문 [사]는 인간이 창조적

일을 통해 존엄성을 높인다고 봄으로써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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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글인 제시문 [바]와 [사]에 대한 비교를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에서

는 먼저 두 제시문의 비교 근거로서 인간의 노동을 동물과 비교한다는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

악하고 있다. 이어서 제시문 [바]가 인간이 본능과 달리 장시간 일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 제시문 [사]는 인간이 창조적 일을 통해 존엄성을 높인다고 봄으로써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

악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과 다른 인간의 일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비교 서술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 판단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바]와 [사]가 보이는 상이한 관점이 드러나도

록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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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Ⅱ

201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다룬

글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 [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드러난 도구적 자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는 인도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자연관을 보여 준다. 제시문 [다]는 진

화생물학자의 시각을 통해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과 미약한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이 살아남기 위

해서는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한다. 제시문 [라]는 이스터 섬의 몰락이 인간의

환경 훼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려 준다.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 ~ [문제 2] 제시문

제시문 [가]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주의 라는 글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고대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난 도구적 자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출처: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4, 118-119쪽)

제시문 [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책은 13세기 후반 아시아를 다녀

간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제시문은 그가 인도 동남부를 지나며 겪은

일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인도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며 숭배의 대상으

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고전』, 해냄에듀, 2014, 226쪽)

제시문 [다]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저서 『여덟 마리 새끼 돼지』 중 1부의 2. 황금률: 우리의 환경

위기를 평가할 적절한 규모 에서 발췌한 글로, 환경 문제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

다. 진화생물학자인 굴드는 오만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

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라는 황금률의 원칙을 제안한다. (출처: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4, 130

쪽)

제시문 [라]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스터 섬의 몰락 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스

터 섬의 쇠락 원인을 주민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파괴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국어II』, 동아출판, 2014, 174-181쪽)

제시문 [마]는 소설가 최성각의 수필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를 줄

여 환경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410-413쪽)

제시문 [바]는 전력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이 심한 화석 연료보다 조력, 파랑 에너지와 같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환경 보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주장한 논설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싸인 국가에서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출처: 『국어

II』, 천재교육, 2014,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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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제시문 [가] ~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하시오. (20점)

■ 출제의도

(1) 이 문항은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각기 다른 자연관을 비교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

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문항은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환경윤리의 시각에서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자멸을 초래한 폴리네

시아인들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비판을 설득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우수답안

(1) 제시문 [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난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

토텔레스나 아퀴나스는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며, 데카르트는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인간이 그것이 결여된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베이컨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은 이분법적

으로 분리되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도구적 대상

이 된다. 반면, 제시문 [나]의 주민들은 소와 흙으로 상징되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이자 성스러운 것

으로 인식한다. 소를 영물이라 여겨 도살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

하기에 흙을 숭배한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가 된다.

한편, 제시문 [다]는 거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지구에 비해 인간의 힘은 미약하여 인간은 지구의

파괴자도 지구의 청지기도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계몽적 자기 이익을 고

려하여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한다. 이러한

견해는 지구의 거대한 힘을 강조한 측면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한 [가]와는 대

조적인 반면,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는 [나]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연을 인간이 난 곳이자 돌아갈 곳으로 파악하여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

는 [나]와 달리, [다]는 여전히 자연과 인간의 힘을 비교하며 자연을 인간의 이익에 맞추어 이해하고

있기에 [가]의 이분법적 인식과 유사한 맥락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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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문 [다]의 관점에 의하면 지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대지에 전혀 힘을 미칠

수 없기에 차라리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황금률, 즉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한다. [라]의 섬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제단과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

상을 세우다 결국 숲의 파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자멸하게 된다. 이스터 문명의 쇠퇴는 [다]

에서 지적한 대로 자연의 힘에 비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여실히 보여 준다. 만약 [라]의

섬사람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가 제시한 황금률을 지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두고 자연을 대우했더라면, 즉 나무를 베더라도 숲이 재생산되

는 속도에 맞추어 나무를 베었더라면, 그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근시안적 자기 이익에 근거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

■ 우수답안 분석

(1)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수

답안에서는 각 제시문에서 설명한 자연관과 이에 반영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그 도구적 대상이라는 [가]

의 주장,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나]의 인식 및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고는 하나 역시 인간

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다]의 견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2)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현상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

에서는 [라]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거대한 힘에 비해 나약한 인간을 상기시키며, [다]가 제시하는 황

금률의 환경윤리 시각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한 이스터 섬사람들의 행위를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자연을 대우하지 않았기에 이스터 섬사람들이 자멸하게 되

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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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글을 읽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여

각 주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두 제시문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재활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생산을 줄임으로써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적극적인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두 주장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독해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 우수답안

제시문 [마]와 [바]는 모두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글이다. 두 글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문명 발전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시문의 저자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시각을 달리한다.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유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과도하게 생산할 때, 자원 고갈과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한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기존의 물건을 재활용하여 되살려 쓰거나 다른 물건으로 탈바꿈하는 등 삶의 방식을

교정하여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글쓴이 역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찾기보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상의 문제점 때문에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제시문 [마]의

글쓴이와는 달리 기술 문명 발전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론적으로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임으로써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적극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해양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우수답안 분석

문항 2에서는 제시문 [마]와 [바]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들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에서는 저자들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환경 문제의 원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등과

관련한 시각들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다. 특히 문명 발달과 관련하여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제시문

[마]의 글쓴이에 비해 적극적으로 해양 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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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A와 B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E국이 있다. A의 소득은 300이며 B의 소득은 150이라 가정하자. 현

재 E국의 정부는 A와 B에게 20%의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평균 소비 성향이란 가처분

소득(소득에서 조세를 뺀 금액)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을 Y, 소비를 C

로 표시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240 이상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6이며 가처분 소득이 0보다 크고 150 이하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8이라고 가정하자.

(1)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A와 B 소비의 합)를 구하시오. [10점]

(2) 경기침체에 빠진 E국의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한다. 세제

개편안 (가)와 (나)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

(가)의 경우 A와 B의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며, 세제 개편안 (나)의 경우 고소득자 A의 소득세율은

15%로, 저소득자 B의 소득세율은 0%로 각각 낮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각각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를 구하

시오. 구한 값들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안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총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

과적인지(따라서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10점]

(3) E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E-계수’라 하자. E-계수가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E-계수를 각각 구하

여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의 E-계수와 비교한 후,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소득 분배 불평등 해

소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앞의 (2)번 문항에서 구한 답을 고려할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득 재분배’라는 목표와 ‘경기 변동 조절’이라는 목표를 한 가지 정책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10점]

<보 기>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

도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

력한다.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를 부

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2. 정부는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시장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지나치게 활발해 경기가 과열되다가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하곤 한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

거나 조세 수입을 줄여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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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의도

경기 침체 시 소득세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은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문항에서는 소득세 감면 정책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요구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경제적, 논

리적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률적인 소득세 감면과 누진적인 소득세 감면이 갖는 경기

부양 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경기 변동 조절과 소득 재분배라는 일견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다. 그 과정에서 가처분 소득, 평균 소비 성향, 소득 불

평등 지표, 누진적 세제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우수답안 및 우수답안 분석

(1)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240(=300×0.8)과 120(=150×0.8)이며, A와 B의 소비는 각각

144(=240×0.6)와 96(=120×0.8)이다. 총소비는 240(=144+96)이다.

(2) 세제 개편안 (가) 시행 시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270(=300×0.9)과 135(=150×0.9)이며, A와 B의

소비는 각각 162(=270×0.6)와 108(=135×0.8)이다. 총소비는 270(=162+108)으로 증가한다. 세제 개편안

(나) 시행 시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255(=300×0.85)와 150(=150×1)이며, A와 B의 소비는 각각

153(=255×0.6)과 120(=150×0.8)이다. 총소비는 273(=153+120)으로 증가한다. 세제 개편안 (가) 시행 시

발생하는 총소비 증가에 비해 세제 개편안 (나) 시행 시 발생하는 총소비 증가가 더 크다. 따라서 세

제 개편안 (나)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세제 개편안 (가)와 (나) 모두 정부의 세입은

45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 (나)의 총소비 증가가 더 큰 것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 주어서가 아니라 세금 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항에서 주어진 가정에 의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으므로 소득세 감면 시 저

소득층의 소비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율보다 더 큰 것이다.

(3) 세제 개편안 (가) 시행 시 E-계수는 270/135 = 2이고, 세제 개편안 (나) 시행 시 E-계수는 255/150 =

1.7이며,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의 E-계수는 240/120 = 2 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 (나)가 소득 분

배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 앞의 문항 (2)에서 구한 답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 (나)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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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Ⅰ

[문제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 위의 점의 집합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2)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3) 집합 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넓이를 구하시오.

■ 출제의도

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일차함수와 절댓값의 결합으로 나타난 부등식의 해

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여

이끌어 내는 수리적 능력, 절댓값과 1차함수의 합성으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립 부등식

의 해를 구하는 수학 개념의 종합적 활용 능력과 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면밀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우수답안 및 해설

(1) 부등식      ≤ 은 다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i)   ≤  이고   ≥

(ii)   ≥  이고   ≤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은 그래프    와     에 의하여 분할된 좌표평면

의 영역들 중 원점 을 포함한 영역과 이 영역에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음 두 집합

    ≤ ≤    ≤  ≤  

    ≤ 또는  ≤    ≤ ≤   

의 합집합이며 구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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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부등식     ≤ 이 나타내는 영역은

 

   


의 그래프 아래쪽의 점들이다. 의 값에 따라  ≤           ≤ 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 

     

   ≥ 

이다. 따라서 구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다.

(3) 절댓값 부호를 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래프    와     로 나누어지는

좌표 평면의 영역을 생각한다.

(i)   ≥  이고   ≥

(ii)   ≤  이고   ≤

(iii)   ≤  이고   ≥

(iv)   ≥  이고   ≤

(ㄱ)[영역(i)]   ≥  이고   ≥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그래프      과    는  ≤ ≤ 에서 만나고, 그래프

     과 그래프    는  ±에서 만난다. 따라서 주어진 영역은 세 부등식










  ≥ 

  ≥

    ≤ 

을 모두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점으로 문항(2)에 따라 구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2019 논술고사 안내 41

(ㄴ)[영역(ii)]   ≤  이고   ≤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영역 (i) 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그래프      과    

는  ±에서 만나고, 그래프      과 그래프    는  ≤ ≤ 에

서 만난다. 따라서 주어진 영역은 세 부등식










  ≤ 

  ≤

    ≥

을 모두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점으로 구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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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영역(iii)]   ≤  이고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주어진 영역에서 는  ≤ ≤ 이므로 부등식    ≥ 이 항상 성립한다. 따라서

주어진 세 부등식










  ≤ 

  ≥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의 집합은 주어진 영역과 같으며 아래 그림과 같다.

(ㄹ)[영역(iv)]   ≥  이고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주어진 영역에서  ≤ 거나  ≥ 이므로 부등식    ≤ 를 ≤ 에서 풀면

 ≤ ≤  이다. 마찬가지로 부등식    ≤ 를  ≥ 에서 풀면  ≤ ≤  이다.

따라서 주어진 영역어서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은 세 부등식










  ≥ 

  ≤

 ≤ ≤  ≤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의 집합으로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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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ㄱ),(ㄴ),(ㄷ),(ㄹ)에서 구한 영역을 모두 합하여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 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두 개와 밑변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4인 평행사변형의 합집합이다.

따라서 구하는 영역의 넓이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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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함수   ln  이며     이다. (단, ln 는 자연로그이며 는 실수이

다.) 합성함수  ∘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합성함수 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 가 되는 실수 의 최대범위를 정하시오.

(2)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최솟값이 이라고 할 때 실수 의 값을 구하시오.

(3)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역함수를   
  라고 하자. 의 값이

ln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 출제의도

2차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그리고 자연 로그함수를 이용하는 합성함수를 소재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어진 합성함수의 미분 값을 구하는 능력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범위를 파악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증

가함수의 성격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최솟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또한 역함수

의 미분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수와 로그함수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우수답안 및 해설

(1) 먼저 2차 다항식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다음 수식을 구하자.

        

여기에서  ≤  또는  ≥  인 범위에서 는 일대일 대응이 된다. 자연로그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므

로 가 일대일 대응이 될 때   ∘ 도 일대일 대응이 된다. 따라서 구하는 최대범위는

 ≤  또는  ≥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연쇄법칙을 사용하면 함수 의 도함수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이때 ≤  와 ≥  중에 


≥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범위는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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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함수   ∘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ln    

자연로그함수가 증가함수이므로 가 최소일 때    이 최소이고 ∘ 도 최소이다. (1)에서

정한 범위  ≥ 에서 가 증가함수이고 는    일 때 최솟값  을 가지므로 합성함수

는 최솟값

  ∘      ln 
  

을 갖는다. 의 최솟값이 이므로 구하는 실수    ln   이다.

(3)   ln   가 될 때 ln 
    ln   이므로 (1)에서 구한 범위  ≥ 에서 의 값은

  이다.

수식 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



′ 



이므로 구하는 값은 




또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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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인 그릇이 두 개 있다. 왼쪽 그릇의 높이가 인 지점에서 밑면

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이 





인 원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의 윗부분이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다. [30점]

(1) 두 그릇의 부피를 구하시오.

(2)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   일 때,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3) 두 그릇에 높이가 같도록 물을 담을 때,

각각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있음을 보이시오.

■ 출제의도

정적분의 활용으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특

히 단면이 원인 입체도형의 부피와 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고

자 하였다. 또한 도함수를 활용하여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자 하였다.

■ 우수답안 및 해설

(1) 왼쪽 그릇의 높이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





인 원이

므로, 왼쪽 그릇의 부피는

 






 




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에서 윗부분이 인 위치가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므로, 오

른쪽 그릇의 부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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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그릇의 높이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





인 원이

므로, 높이가 인 지점까지 그릇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를 대입하면 왼쪽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에서 윗부분이 인 위치가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므로, 높이가 

인 지점까지 그릇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를 대입하면 오른쪽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이다.

(3) 함수       

이라 하자.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 , 즉   를 만족하는 가 과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과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는 것과 같다.

′    

이므로 는    


에서 극점을 갖는다. 극솟값이   


이고 


이므로,

는 과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따라서   를 만족하는 가 과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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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Ⅱ

[문제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 위의 점의 집합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2)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3) 집합 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넓이를 구하시오.

■ 출제의도

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일차함수와 절댓값의 결합으로 나타난 부등식의 해

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여

이끌어 내는 수리적 능력, 절댓값과 1차함수의 합성으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립 부등식

의 해를 구하는 수학 개념의 종합적 활용 능력과 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면밀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우수답안 및 해설

(1) 부등식      ≤ 은 다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i)   ≤  이고   ≥

(ii)   ≥  이고   ≤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은 그래프    와     에 의하여 분할된 좌표평면

의 영역들 중 원점 을 포함한 영역과 이 영역에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음 두 집합

    ≤ ≤    ≤  ≤  

    ≤ 또는  ≤    ≤ ≤   

의 합집합이며 구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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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부등식     ≤ 이 나타내는 영역은

 

   


의 그래프 아래쪽의 점들이다. 의 값에 따라 ≤          ≤ 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 

     

   ≥ 

이다. 따라서 구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다.

(3) 절댓값 부호를 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래프    와     로 나누어지는 좌

표 평면의 영역을 생각한다.

(i)   ≥  이고   ≥

(ii)   ≤  이고   ≤

(iii)   ≤  이고   ≥

(iv)   ≥  이고   ≤

(ㄱ)[영역(i)]   ≥  이고   ≥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그래프      과    는  ≤ ≤ 에서 만나고, 그래프

     과 그래프    는  ±에서 만난다. 따라서 주어진 영역은 세 부등식










  ≥ 

  ≥

    ≤ 

을 모두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점으로 문항(2)에 따라 구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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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영역(ii)]   ≤  이고   ≤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영역 (i) 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그래프      과    

는  ±에서 만나고, 그래프      과 그래프    는  ≤ ≤ 에

서 만난다. 따라서 주어진 영역은 세 부등식










  ≤ 

  ≤

    ≥

을 모두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점으로 구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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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영역(iii)]   ≤  이고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주어진 영역에서 는  ≤ ≤ 이므로 부등식    ≥ 이 항상 성립한다. 따라서

주어진 세 부등식










  ≤ 

  ≥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의 집합은 주어진 영역과 같으며 아래 그림과 같다.

(ㄹ)[영역(iv)]   ≥  이고   ≤일 때, 부등식을 풀면

        ≤ 

⇒    ≤ 

이다. 주어진 영역에서  ≤ 거나  ≥ 이므로 부등식    ≤ 를 ≤ 에서 풀면

 ≤ ≤  이다. 마찬가지로 부등식    ≤ 를  ≥ 에서 풀면  ≤ ≤  이다.

따라서 주어진 영역어서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은 세 부등식










  ≥ 

  ≤

 ≤ ≤  ≤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의 집합으로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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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ㄱ),(ㄴ),(ㄷ),(ㄹ)에서 구한 영역을 모두 합하여 구하는 부등식의 영역 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두 개와 밑변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4인 평행사변형의 합집합이다.

따라서 구하는 영역의 넓이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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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함수   ln  이며     이다. (단, ln 는 자연로그이며 는 실수이

다.) 합성함수  ∘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합성함수 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 가 되는 실수 의 최대범위를 정하시오.

(2)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최솟값이 이라고 할 때 실수 의 값을 구하시오.

(3)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역함수를   
  라고 하자. 의 값이

ln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 출제의도

2차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그리고 자연 로그함수를 이용하는 합성함수를 소재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어진 합성함수의 미분 값을 구하는 능력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범위를 파악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증

가함수의 성격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최솟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또한 역함수

의 미분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수와 로그함수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우수답안 및 해설

(1) 먼저 2차 다항식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다음 수식을 구하자.

         

여기에서  ≤  또는  ≥  인 범위에서 는 일대일 대응이 된다. 자연로그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므

로 가 일대일 대응이 될 때   ∘ 도 일대일 대응이 된다. 따라서 구하는 최대범위는

 ≤  또는  ≥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연쇄법칙을 사용하면 함수 의 도함수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이때 ≤  와 ≥  중에 


≥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범위는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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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함수   ∘ 는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

∘  ln    

자연로그함수가 증가함수이므로 가 최소일 때    이 최소이고 ∘ 도 최소이다. (1)에서

정한 범위  ≥ 에서 가 증가함수이고 는    일 때 최솟값  을 가지므로 합성함수

는 최솟값

  ∘      ln 
  

을 갖는다. 의 최솟값이 이므로 구하는 실수    ln   이다.

(3)   ln   가 될 때 ln 
    ln   이므로 (1)에서 구한 범위  ≥ 에서 의 값은

  이다.

수식 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



′ 



이므로 구하는 값은 




또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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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인 그릇이 두 개 있다. 왼쪽 그릇의 높이가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이 





인 원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의

윗부분이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다. [40점]

(1)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   일 때,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2) 두 그릇에 높이가 같도록 물을 담을 때,

각각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있음을 보이시오.

■ 출제의도

정적분의 활용으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특

히 단면이 원인 입체도형의 부피와 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고

자 하였다. 또한 도함수를 활용하여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자 하였다.

■ 우수답안 및 해설

(1) 왼쪽 그릇의 높이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





인 원이

므로, 높이가 인 지점까지 그릇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를 대입하면 왼쪽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에서 윗부분이 인 위치가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므로, 높이가 

인 지점까지 그릇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를 대입하면 오른쪽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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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수       

이라 하자.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 , 즉   를 만족하는 가 과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과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는 것과 같다.

′    

이므로 는    


에서 극점을 갖는다. 극솟값이   


이고 


이므로,

는 과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따라서   를 만족하는 가 과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