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하여라

비가 내리다 개이고

개이다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다 폭설이 되고

폭설이 되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홍수가 되다 가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면서 

만남과 이별이 세월이 되고

마른 눈물이 이곳이 되면서

지나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나) 직선   에 대한 대칭변환을 라 하면   가 된다. 이 변환을 이용

하여 증가함수   의 그래프     를 직선   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곡선   가 생기는데 이 곡선은 어떤 함수   의 그래프가 된

다. 이때 이 함수   는 함수   의 역함수가 된다.

(다)

(라)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융합형인재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오후) / 문항 1~5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문학Ⅰ, 기하와 벡터, 수학I, (초등학교)음악 4
핵심개념 및 용어 되돌리다, 반복

예상 소요 시간 답변 준비시간 포함 27분

문항 및 제시문



1. (가), (나), (다)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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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와 (라)의 다른 점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질문 1과 질문 2에서 찾아낸 두 단어에 해당되는 과학적 개념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

고 설명하시오. 

 

5. 질문 1과 질문 2에서 찾아낸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일상의 가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

야기해 보시오.

 

출제 의도  

- 각 제시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함

- 주어진 단어와 연관되는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전공적합성을 평가함

- 제시어를 이용한 지원자의 이야기 전개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함

문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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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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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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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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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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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마)의 문학작품과 관련지어 공통어를 유추해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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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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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구성해야 함



문항 해설

- 1~3번 문항은 제시문 (가)에 기술된 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나)

의 역함수의 성질, 제시문 (다)에 제시된 악상기호의 의미, 제시문 (라)의 시어핀

스키 삼각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제시문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답변해야 함. 역

함수의 성질은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반복기호의 의미는 초등학교 <음악>,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특성은 고등학교 <수학I>의 무한급수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임

- 4번 문항은 각 제시문에서 유추해 낸 단어와 연관된 수학 또는 과학적 개념을 찾

아낼 수 있어야 하며, 5번 문항은 이에 더하여‘일상의 가치’라는 주어진 제시어를 

함께 활용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