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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논  술  출  제  개  요 (수학)

수학 논제는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명제, 넓이, 삼각함수, 함수의 최대, 최소 등의 성질과 그 활용을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수학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을 논술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논제는 제시문에 주어진 탄젠트 함수와 유리수, 무리수에 명제를 이용해서 파이가 무리수

임을 보이도록 하여 수학적 지식 유무보다는 주어진 명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 논제는 부채꼴과 내접오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파이의

근삿값을 계산할 수 있는 오각형의 형태를 찾도록 하였다.

세 번째 논제는 두 번째 논제를 보다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켜서 내접오각형의 넓이에 대한

함수를 찾고, 미분을 이용하여 이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여 파이의 근삿값을 유도하는 과정을

논술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논제는 부채꼴과 외접오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와 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파이의

근삿값을 구하고, 앞에서 구한 근삿값과 비교하여 참값에 더 가까운 것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정상권 외 6인 (2012), 중학교 수학3, 금성교과서

제시문 [나] - 

오채환 (2010), 오일러가 들려주는 파이 이야기, 자음과 모음

페트르 베크만 (2002), 파이의 역사, 경문사

제시문 [다] - 

페트르 베크만 (2002), 파이의 역사,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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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출  제  개  요 (물리)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물체의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

동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변위와 시간과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지와 포물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력과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전하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과 전하의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여러 개의 전하가 주어진

공간에 위치 할 때 알짜 전기력과 전기력이 한 일을 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물리1. 물체의 운동 (천재교육 P31 )

물리2. 운동의 표현 (천재교육 P21~23)

제시문 [나] -

물리2. 운동의 표현 (천재교육 P21~23)

제시문 [다] -

물리1. 전기장과 전기력선 (천재교육 P93)

물리2. 전기장과 전위 (천재교육 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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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출  제  개  요 (화학) 

화학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도와 기본 개념의 상호 연관성 및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1)에서는 화학 I의 ‘보어의 원자 모형’ 단원에서 다루는 빛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이해

하고 이것을 화학 II의 ‘엔탈피와 결합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물질의 결합에너지상태 변화와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2)에서는 화학 I의 ‘보어의 원자 모형’ 단원에서 다루는 빛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이해

하고 단위 변환을 활용하여 답을 기술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제 (3)에서는 화학 I의 ‘원자의 구성 입자와 원소의 기원’에서 다루는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

과정을 응용하여 화석의 연대 측정에 응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4)에서는 화학 I의 ‘원자의 구성 입자와 원소의 기원’에서 다루는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

와 화학 II의 ‘물질의 상태’에서 배운 몰과 부피의 개념을 이용하여 아보가드로 수 측정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전동렬외(2013), 『고등학교 과학I』, 미래, p. 28.

제시문 [나]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 교학사, p. 71-72.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 비상교육 p. 78-79.

제시문 [다]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 교학사, p. 71-72.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 비상교육 p. 77-79.

제시문 [라]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비상교육, p. 90. 

제시문 [마]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 교학사, p. 67-69.

제시문 [바]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 교학사, p. 69.

제시문 [사]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비상교육 p. 72-73.

제시문 [아] 류해일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비상교육 p. 23.

           박종석외(2013), 『고등학교 화학II』, 교학사,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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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출  제  개  요 (생명과학) 

고교 생명과학 I과 I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 사고틀 안에서 응용

할 수 있는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과 응용력 그리고 설명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특히 세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에너지의 생성과 보존 그리고 사용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을 모델로 하여 질

병이 호르몬 및 순환계, 소화계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질병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생각할 수 있는 지 알아 보는 논제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평가 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가] - 생명과학Ⅰ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생명과학Ⅱ 세포와 에너지

  제시문[나] - 생명과학Ⅱ 세포호흡

  제시문[다] - 생명과학Ⅰ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항상성 유지

  제시문[라] - 생명과학Ⅰ 항상성 유지

  제시문[마] - 생명과학Ⅰ 항상성 유지 중 추가로 제공된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

  제시문[바] - 생명과학Ⅱ 유전자의 발현

  제시문[사] - 생명과학Ⅰ 사람의 돌연변이, 생명과학Ⅱ 생명공학기술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권혁빈 외 5, (주)교학사 185-186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권혁빈 외 5, (주)교학사 154-156    

  고등학교 생명과학 I 박희송 외 4, (주)교학사 166-169   

  고등학교 생명과학 I 박희송 외 4, (주)교학사 16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박희송 외 4, (주)교학사 95-113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박희송 외 4, (주)교학사 134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박희송 외 4, (주)교학사 95-113    

  고등학교 생명과학 I 박희송 외 4, (주)교학사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