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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전형일정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명) 원서접수 시기 

수시모집

일반전형

※수능 시험일 이후 실시
670

2013. 9. 4(수)~7(토)

지역우수인재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270

미래인재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글로벌인재 180

과학인재 120

사회기여자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30

특별전형

어학우수자 95

국제학부 80

예·체능우수자 146

학업능력우수자 전형 320
2013. 11. 11(월)~15(금)

※수능 시험일 이후 접수

정시모집

일반전형 1,078

2013. 12. 19(목)~23(월)
사회통합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농·어촌학생 119

특성화고교 4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30

장애인등대상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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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술고사의 목적

➊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평가

  - 사고의 논리성·합리성, 논증능력

  - 학문적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➋ 융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 언어적 사고력 및 영역 간 재구성·종합적 분석능력

  - 과정 중심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및 표현력

  - 수리적·논리적 사고력 및 종합적 분석능력

➌ 고교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

  - 기초 교과지식 및 원리의 이해력과 적용능력

  - 다양한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자 주도적 응용능력

 Ⅱ. 2014학년도 논술고사 실시전형과 시험방식

➊ 논술고사 실시전형

전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요소

수시모집

일반전형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

670
(우선선발 40%, 일반선발 60%)

학생부(교과) 30% 
논술 70%

※ 선발단계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차등 적용함

➋ 모집단위별 논술 응시계열

논술 응시계열 모집단위 비고

인문계열Ⅰ 인문과학부, 의류학전공, 사범대학(인문)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Ⅰ, 인문계열Ⅱ, 

자연계열 중 선택

인문계열Ⅱ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자연계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자연), 건강과학대학(체육과학부 제외)

2014학년도 
논술고사의 방향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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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논술고사 시험방식

시험시간 100분

시험유형

인문계열 I, 인문계열 II는 언어논술로 출제되며, 인문계열 I은 영어지문이, 인문계열 II는 통계자료, 표 등을 활용

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출제되며 수학분야의 제시

문을 포함한다. 

Ⅲ. 논술고사의 형식

문제형식

• 계열별로 구분하여 출제

• 100분간 총 3개의 문제를 제시

• 일관된 주제의 여러 지문에 대한 단계적 논술형태 

• 복수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세트를 통해 3개의 문항 출제

• 일부 문항은 수리적 개념이 가미된 언어논술의 형태로 출제될 수 있음

• 수리 논술 문항은 수학 교과 내용 포함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

• 동서고금의 명작, 명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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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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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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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술고사의 평가기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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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객관적·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 다양한 상황 및 관점을 객관적·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서술능력

  -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은 감점 요인

➌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능력

  - 각 지문(주장)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력

  -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지문 주장에 대한 비판능력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능력

➍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능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등

  - 종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Ⅴ. 논술고사의 유의사항

➊ 질문 요지의 정확한 파악

  - 제시문과 질문의 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답변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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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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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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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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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술고사의 준비

장기적 준비

➊ 교과내용에 대한 충분한 학습

  - 교과서 지문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읽을 수 있는 유사한 내용의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할 것

  - 시사적인 문제보다는, 교과서 중심의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능력을 배양할 것

➋ 폭넓은 독서

  -  고전, 주변 사회·자연 현상 등에 관한 자료, 고교 교과내용 및 언론 보도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논리적·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➌ 단편적 지식보다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➍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고사 경향에 대한 기초 지식 숙지

  - 기출문제, 출제의도 등 대학에서 공개한 내용을 미리 확인

 글쓰기 훈련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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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통합적 사고능력

  -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제시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연습이 필요함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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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글을 써 보는 습관  

  - 자신의 관점과 다른 혹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관점에서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함

➎ 글쓰기의 기본형식에 유의

  - 철자법, 맞춤법 등을 틀리지 않는 것은 논술문 작성의 기본

➏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

  - 선행지식이 아닌, 제시된 지문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함

  - 자신의 관점이 아닌,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Ⅰ

감독확인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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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고, 답안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예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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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정의 전염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슬픈 장면을 보고 일제히 눈시울을 

적시는 것과 같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모임의 분위기가 점차 격앙되어 가는 경우와 같이 

은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전염의 결과를 눈으로 감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감정이 퍼지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감정적 전염은 뇌의 ‘하위 경로(low road)'라고 부를 수 있다. 하위 경로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적으로 손쉽게 작동하는 회로를 말한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하위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 

거대한 신경망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잘생긴 사람에게 눈길이 가거나, 상대방의 말 속에 뭔가 

가시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위 경로 덕분이다.

   반면 ‘상위 경로(high road)'는 신중하게 조직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면서 작동한다. 이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상위 경로는 우리의 내적인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잘생긴 사람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보기 좋게 대꾸하는 법을 찾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 상위 경로를 이용한다.

  하위 경로는 감정으로 얼룩져 있는 반면 상위 경로는 이성적이다. 하위 경로를 통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감정이 

오가고 상위 경로를 통해서는 꼼꼼한 이해가 오고 간다. 하위 경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곧바로 느끼게 해 

주고 상위 경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보통 하위 경로와 상위 경로는 서로 맞물려 

있는데, 우리의 사회적 삶은 이 두 가지 경로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감정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조용히 옮아간다. 그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다. 하위 경로는 신경 

회로를 이용하는 반면, 상위 경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로 외부의 지각을 전달한다. 이 두 경로는 매우 다른  

속도로 정보를 기록한다. 하위 경로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신속하다. 상위 경로는 느린 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 

  하위 경로가 이미 반응을 마친 상태에서 상위 경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반응의 결과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학 추리 작가인 로버트 하인라인은 이를 두고 비꼬듯 말한 바 있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나]  “이것은 새로운 원리이자 발견이지, 위대한 발견이야.” 

 그 신사는 말하였다. 

  “자, 내가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지. 방에 카펫을 깐다고 해 보자. 너희들 같으면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펫을 사용하겠느냐?”

  이 신사분에게는 언제나 '아니요'가 정답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알아차린지라,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입을 

모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뒤떨어진 아이 몇 명만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시시 주프였다.

 “20번 여학생.” 

 신사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시시를 불렀다. 시시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는 네 방에 꽃 그림이 그려진 카펫을 깔겠다는 거로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어르신, 저는 꽃을 아주 좋아해요.” 

 소녀는 답했다.

  “그래, 너는 꽃을 좋아해서 그 위에 식탁과 의자도 올려놓고, 사람들이 무거운 신발을 신고 그 위를 걸어 

다니도록 놓아두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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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꽃들이 다치지는 않으니까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어르신, 그 꽃들은 뭉개지거나 시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 꽃은 아주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을 그려 놓은 그림이니까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런, 이런, 이런, 하지만 너는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신사는 자기가 그렇게나 말하고자 했던 결론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거야. 너는 절대로 상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신사 곁에 서 있던 토마스 그래드그라인드 씨도 심각하게 말을 받았다.

 “상상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시실리아 주프.” 

 “사실, 사실, 사실만!” 

 신사는 소리쳤다. 

 “사실, 사실, 사실만!”하고 토마스 그래드그라인드 씨도 따라했다.  

[다]  One type of the brain research involves mapping the brain as it develops, to see how it changes from year to year. Karl 

is one of the teenagers who have been taking part in Dr. Burke's brain development study since he was a baby. 

   Karl : Dr. Burke,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tests?

 Dr. Burke : You did great. Not surprisingly, you did better on judging emotions than a year ago.

       Karl : Why did you expect that?

 Dr. Burke :  Well, you're getting older. When I showed you the pictures and asked you to identify the emotions 

on the people's faces, you used your frontal lobe＊ more. That's the part of the brain associated with 

planning and judgment. When you were younger, you used your amygdala＊＊ more. �at's the part in 

the temporal lobe＊＊＊ connected with emotional and gut reactions. When you used that part, you tended 

to make mistakes. In particular, you sometimes confused fear with anger or sadness. 

  Karl : Wow. How else does my brain development show up in my behavior?

 Dr. Burke : Well, I guess you like exciting things. Is that right?

   Karl : Yes, I love skateboarding and loud music. Anything exciting!

 Dr. Burke :  That's your frontal lobe at work - or rather, not at work - again. You see, as a teenager, you have 

very active hormones in your brain's emotional center, the limbic system.＊＊＊＊  �is makes you want 

excitement. �e only problem is that the part of your brain which puts the brakes on risky behaviors, the 

frontal lobe, is still developing. 

  Karl :  I didn't know so much of my behavior was in�uenced by my brain. Can my brain explain why I'm so 

lazy? My parents say that I have to study harder, but I want to have fun now. I don't feel motivated to 

deal with college yet. 

 Dr. Burke :  Sometimes it's hard for you to look for long-term rewards. Your brain is more geared toward immediate 

rewards right now. As time goes on, your brain will become more and more like an adult's. Still, it'll be 

many years before you can make mature decisions easily. 

 ＊ frontal lobe : 전두엽       ＊＊ amygdala : 소뇌 편도체       ＊＊＊ temporal lobe : 측두엽       ＊＊＊＊ limbic system : 대뇌 변연계

[라]  인간은 대개 마음과 몸의 두 요소로 존재한다. 몸에 대해서는 물리학자와 의학자의 설이 있거니와,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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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인간은 백 년 안에 반드시 죽는 날이 있기 마련인데, 죽을 때에 마음과 몸이 

동시에 없어지고 마는가, 아닌가? 아,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의 철학자와 과학자가 끊임없이 나타났는데도 

무엇보다 가까운 내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가 아직도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학자는 

다만 뇌 속에 갖추어진 지혜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혹은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실험해 보기도 하는 데에 

그친다. 무릇 우주 안의 사물의 이치는 무궁하고 우리들의 지혜는 유한하다. 유한한 지혜로 무궁한 이치를 

밝히려 하면, 영원한 시간에 걸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시켜도 결코 

끝장을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치의 극히 복잡하고 미묘한 것은 사고나 비교의 힘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하물며 마음은 지혜보다 그 위에 

위치하여 지혜를 명령하고 좌우하는 존재이니, 명령을 받는 지혜를 가지고 어찌 월권하여 도리어 그 마음을  

구명한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마음은 처음부터 지혜로 구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따로 마음 위에 

존재하여 이 마음을 해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득불 그 마음의 본체를 고요히 길러 

스스로 자체를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언어와 사고를 버려서 단번에 일체의 인연을 끊고 이 일대사 

공안(公案)＊ 을 마지막까지 추궁하여 하루아침에 활연히 깨닫고 보면 마음 전체의 큰 작용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고 근본적인 심리 문제가 이에 있어서 얼음이 녹듯 풀릴 것이다. 

 ＊ 일대사 공안 : 귀중한 문제

[마]   마음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추리 소설이 아니므로 

여기서 사용할 마음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겠다. 일원론적 관점에서 뇌와 마음은 

나눌 수 없다. 마음 혹은 마음 상태는 자기 자각을 포함해서 감각 운동 이미지가 발생하는 전역적인 뇌기능 

상태이다. 감각 운동 이미지는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감각 입력의 결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등이 가렵다고 하자. 등은 볼 수 없는 곳에 있지만 가려움은 내부 이미지를 만들어서 복잡한 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알려 주고 취할 태도까지 알려 준다. ‘긁어라!' 이것이 감각 운동 이미지이다. 감각 운동 

이미지의 발생은 단순한 입출력 반응이나 반사가 아니다. 동물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의 맥락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가 한쪽 발을 든 상태에서 다른 발로 등을 긁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감각 운동 이미지가 

발생하고 운동 직전의 전(前) 운동이 공식화될 때의 맥락은 매우 중요하다. 

  뇌는 1.5리터짜리 회색 물질 이상이다. 뇌는 뚜렷한 전기 활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살아 있는 존재이다. 이 

활동은 신경 과학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인 찰스 세링턴의 말대로 ‘마법에 걸린 베틀'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뇌와 중추신경계라는 베틀에서 수없이 많은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곧 사라지지만 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무늬를 짜고 있는 것이다. 신경망의 넓은 맥락에서는 이 활동이 곧 마음이다. 마음은 뇌와 차원이 같다. 

[바]  동심(童心 : 갓난아이의 마음)이란 진심(眞心 : 참된 마음)이다. 만약 동심을 그르다고 한다면 이는 진심을 

그르다고 하는 것과 같다. 동심이란 거짓을 버린 순진함이며 최초의 순수한 본심(本心 : 근본이 되는 마음)이다. 

만약 동심을 잃으면 이는 진심을 잃은 것이니, 진심을 잃으면 바로 참된 인간성을 잃은 것이다. 사람으로서 

진실하지 않다면 그는 최초의 본심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갓난아이는 인생의 시작이고 동심은 마음의 시작이다. 마음의 시작을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동심을 어찌 그리 빨리 잃고 마는 것인가? 바야흐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듣고 보는 식견(識見)이 

눈과 귀로 들어와 그 마음에 주인으로 행세하며 동심을 상실하게 된다.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보고 들은 식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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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도리(道理)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심을 상실하게 된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도리와 식견은 나날이 

더 쌓이게 되고 마침내는 동심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도리와 식견이 늘어나면서 동심을 잃게 되면 말하는 모든 것이 도리와 식견에 의한 것이지 동심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언어가 아니게 된다. 그런 언어가 비록 교묘하다 할지라도 말하는 자신의 참된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거짓 인간이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일하고 거짓으로 문장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거짓된 언어를 

가지고 거짓으로 기뻐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은 거짓이 아닌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사]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의식이 없는 곳에서 의식을 찾아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의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거나 만드는 무엇, 더 

적절히 말하자면 우리가 획득하는 무엇이다. 의식은 소화 과정이 아니라 춤에 더 가깝다. 

  진정으로 과학적인 의식 연구란 의식을 신경계에서의 사건과 동일시하는 연구뿐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환원주의의 단편이다. 그것은 우울증이 뇌의 병이라는 생각과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의미에서 

그것은 분명 사실이다. 우울증에는 신경적 징후들이 있다. 약물 요법의 형태로 뇌에 직접 조치를 취하면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신경 용어들만으로 사람들이 

어째서 우울증에 걸리는지,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왜 우울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울증은 실생활의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이런 개인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계통적 발달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증이 뇌의 병이라는 독단은 제약 회사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의 오명을 벗기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분명히 틀렸다. 

  의식의 이해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내부의 신경을 향해, 즉 세포 수준의 작은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초점을 포기해야 한다. 의식은 환경에 접속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이나 동물의 역동적인 삶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이나 동물의 능동적인 삶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에만 뇌가 의식의 경험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세상 속에서 타인들과 어우러져 펼치는 한 편의 춤이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의식의 현상은 삶 자체의 현상처럼 세계를 요구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우리는 이미 환경이라는 집 안에 있다. 우리는 우리 머리 밖에 있다. 

0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소녀’와 ‘신사’의 입장을 평가하시오.  [30점]  

02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제시문 [라]의 내용과 대비하시오. [30점]

03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인간관을 요약하고, 그 둘을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40점] 

  

 



14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Ⅱ

감독확인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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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고, 답안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예시 문제



16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국은 두 가지 감금 제도, 즉 오번 모형과 필라델피아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오번 모형은 야간의 개인 독방, 

그리고 공동의 사역과 급식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수감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침묵이 강요되었고,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수들에게 허락을 받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했다. 이런 규율은 수도원 모형 또는 공장 

모형을 참조한 것이었다. 감옥은 개인의 도덕적 존재감을 고립시켰다가 엄격한 위계질서의 틀 속에 넣어 

통합해 버리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서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오로지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했다. 오번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논거를 내세웠다. 물질적 수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감시와 처벌에 의해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감자들을 야생 동물처럼 우리에 가두는 대신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좋은 습관을 

가르치며 적극적인 감시와 침묵의 성찰을 통해 나쁜 품성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법칙은 수감자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독방, 커뮤니케이션의 제약, 지속적인 감시에 따른 법 집행 등을 통해 범죄자는 사회적 개인으로 

교화되어야만 했다. 법은 그들을 유용하면서도 순종적인 행동에 길들여지도록 했고, 사회성을 갖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였다.

  필라델피아 모형은 법의 적용 대신에 개인의 양심과 내적 계몽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수감자는 독방에서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양심으로 침잠한다. 그는 인간의 가슴속 깊이 살아 움직이는 도덕적 감정을 일깨운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모형에서는 법에 대한 경외심이나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양심의 작용을 통해 수감자를 교화하려 

한다. 피상적인 훈육이 아니라 심연의 복종심을,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도덕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모형의 감옥에서는 수감자의 양심, 그리고 그것이 대변해야 하는 침묵의 건축물 사이에서 교화가 이루어진다. 

필라델피아 모형에서 벽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며 수감자는 감방 안에서 스스로와 대면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곳에서 수감자의 노동은 의무라기보다 위안의 성격이 강하다. 간수들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기가 더 용이하다. 간수들은 감방을 순시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자한 말을 건네며, 수감자들에게 감사와 희망, 그리고 위안을 가져다준다. 

감옥의 벽은 삭막하지만 사람은 선량하다고 간주된다. 폐쇄된 감옥이 비록 일시적인 무덤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부활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 오번의 감옥 모형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을 갖춘 사회였다면, 

필라델피아 감옥 모형은 소멸했다가 되살아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   발가락 둘이 붙은 채 태어나 네 발가락인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하나 더 생겨 육손이인 사람도 있다. 네 

발가락인 사람은 쓸모없는 군살이 두 발가락을 붙여 버린 셈이고 육손이인 사람은 쓸모없는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마음이나 지식도 그와 같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색깔과 모양 또는 지식을 

지나치게 구별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란하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발가락이 붙어 있어도 네 발가락이라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가 더 있어도 육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길다고 하여 넘친다고 하지도 않고 짧다고 하여 

부족하다고 하지도 않는다. 물오리는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고 두루미는 다리가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 주면 슬퍼한다. 마찬가지로 달라붙은 발가락을 갈라놓으면 아파서 울고 덧붙은 손가락을 

뜯어내면 비명을 지른다. 누구는 수가 남고 누구는 수가 모자라지만 억지로 고치려면 둘 다 괴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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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을 그리는 그림쇠, 직선을 긋는 데 쓰는 먹줄, 네모난 모양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곱자 등으로 사물을 

규격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본성을 해치는 짓이다. 밧줄을 이용하여 사물을 묶거나 풀을 이용하여 서로 

달라붙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본성을 침해하는 짓이다. 세상의 사물은 저마다의 모양이 있다. 각각의 모양은 

그림쇠 때문에 굽어지지도 않고 먹줄 때문에 곧아지지도 않으며 곱자 때문에 네모지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째서 그렇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며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예악(禮樂)과 같은 규범을 세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판가름하고 인의(仁義)와 

같은 준칙을 내세워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 한다. 가슴을 졸이며 세상을 걱정한다. 그렇지만 예악이나 

인의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참모습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말았던가!

[다]  지혜로운 그리스인들은 회화(繪畵)에 훨씬 좁은 한계를 설정했다. 오로지 아름다운 물체를 묘사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회화의 영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미술가는 아름다운 것 외에는 묘사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이상화되지 않거나 저급한 종류로 남아 있는 한, 미술가의 우연한 소재, 연습 대상, 

휴식 수단에 불과했다. 그들이 예술에서 가장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한 것은 예술의 최종 목표, 곧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예술에서도 흉해 보일 수 있는 사물을 그려 낸 사람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리스인들은 그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인간의 모습에서 흠이 있고 추한 것을 즐겨 그린 파우손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이발소, 지저분한 작업장 등을 정성스럽게 그린 페이라이코스는 ‘오물(汚物) 화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치를 

주도한 당국도 미술가를 본연의 영역에 강제로 붙들어 두고자 했다. 미술가에게 한층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묘사하기를 명하였으며, 테베에서는 법률로써 희화적(戱畵的)인 묘사를 금지하였다. 올림피아 제전의 

심판들이 지녔던 법칙도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신과 연결되었다. 올림피아 제전의 승자들은 조각상 

하나를 상으로 받았는데, 승자를 꼭 빼닮은 조각상은 세 번의 올림피아에서 연속으로 우승한 승자에게만 

주어졌다. 보통 사람을 닮은 평범한 조각상이 흔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술조차 시민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웃는다. 하지만 웃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예술은 최종적으로 쾌감을 추구한다. 쾌감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종류의 

쾌감은 허용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형 예술의 경우, 크든 작든 소속 집단에 영향을 끼치곤 하기 때문에 법의 세심한 감시를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라]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홍수나 화재, 호랑이나 표범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이다. 그런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리니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함께 즐길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며 순순히 법에 따라 윗사람의 부림을 

받는 사람들은 항민(恒民 : 늘 그대로인 백성)이다. 가진 것을 빼앗겨 살이 깎이고 수입과 소출을 바치라는 

요구에 괴로워하며 윗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원민(怨民 : 원망을 품은 백성)이다. 푸줏간에 자취를 감추고 

몰래 딴마음을 품은 채 세상을 흘겨보고 있다가 혹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호민(豪民 : 호걸스러운 백성)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은 몹시 두려운 존재들이다. 호민이 

나라의 빈틈을 엿보다가 팔을 휘두르며 외치면 원민이 모여들어 한목소리로 외치고 그러면 항민도 창과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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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모여든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며 백성들은 유순한 편이다. 평상시에 큰 인물이나 빼어난 인재가 나와 

세상에 쓰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난리를 당해서 호민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란의 괴수가 되는 일이 

없으니 다행이라면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려와 다르다. 고려에서는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데 제한을 두었고 산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백성들과 함께 누렸으며 상업과 공업을 장려하여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얼마 되지 않는 백성들을 과도하게 부리고 있다. 백성들이 5할의 세금을 

내면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겨우 1할이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서 간사한 자들이 빼돌린다. 관아(官衙)에 비축된 

것이 없다 보니 무슨 일만 생기면 1년에 두 번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각 고을의 수령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 

백성들에게 남은 것을 탈탈 털어 간다.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이 고려 말의 혼란한 때보다도 심한데 지금의 윗사람들은 편안히 여기며 두려워할 줄 

모른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호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견훤이나 궁예 같은 자가 나와 한번 

몽둥이를 휘두르면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이 추종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것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라면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마]   시민 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변화를 추구할 수 없거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일어난다. 또는 정부의 교체나 정책이 적법성과 합헌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이 발생한다.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 또는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어떤  

현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예를 들어 행정부나 연방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거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시민 불복종은 공공연하게 법에 불복종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범죄적 불복종과 

다르다. 대중들이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과 범죄를 목적으로 은밀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사악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편견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민 불복종이 법과 정부 

제도에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반 범죄자들이 다수의 동의에 굴복하려는 의사가 없는 

반면, 시민 불복종은 집단을 위해 움직인다.

  만약 불복종하는 시민을 ‘폭도’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이는 오로지 시민들이 폭력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혁명가들이 기존 정부의 틀과 법치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반면, 시민 불복종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과 혁명가들의 차이를 따지는 일은 시민 불복종과 범죄 행위를 구분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 혁명가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사례는 간디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그가 기존 식민지 정권의 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0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가지의 통제 유형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40점]  

02  제시문 [라]의 ‘호민’과 제시문 [마]의 ‘시민’이 지닌 집단적 성격을 대비하여 분석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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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자신이 생각하는 요인에 순위를 매겨 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설문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➊은 순위에 관계없이 각 요인이 선택된 빈도를, ➋는 각 요인이 1순위로 선택된 

빈도를 보여 준다. ➌은 각 요인의 복수 응답 빈도와 1순위 응답 빈도 사이의 격차이다. 이 설문에서는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만족도 답변 결과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각 집단별 1순위 응답 결과를 ➍에 정리하였다. 각 열의 ( )내 숫자는 각 요인 

응답 빈도의 순위이다.  [30점]

(단위 : %, (  ) 안은 순위) 

안전 위협 요인
➊ 

복수 응답

➋ 
1순위 응답

➌

복수-1순위 응답

빈도 격차

➍

주관적  만족도별 1순위 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범죄 발생 57.4  (1) 29.3  (1) 28.1  (1) 31.2  (1) 29.3  (1) 26.3  (1)

경제적 위험 34.8  (2) 15.3  (3) 19.5  (3) 13.4  (3) 15.0  (3) 18.5  (2)

국가 안보 32.3  (3) 18.4  (2) 13.9  (5) 18.1  (2) 18.9  (2) 17.9  (3)

도덕성 부족 30.9  (4) 10.6  (4) 20.3  (2) 11.2  (4) 10.3  (4) 10.2  (4)

빈부 격차 20.8  (5) 5.0  (7) 15.8  (4) 3.9  (8) 4.5  (8) 7.7  (5)

인재(人災) 20.5  (6) 7.0  (5) 13.5  (6) 7.4  (5) 7.0  (5) 6.4  (6)

환경 오염 17.7  (7) 5.2  (6) 12.5  (7) 5.3  (6) 5.3  (6) 4.6  (7)

자연 재해 14.6  (9) 4.4  (8) 10.2  (9) 4.2  (7) 4.7  (7) 4.2  (8)

신종 질병 15.2  (8) 3.6  (9) 11.6  (8) 3.7  (9) 3.8  (9) 3.1  (9)

자원(에너지) 고갈 5.0  (10) 1.2  (10) 3.8  (10) 1.5  (10) 1.0  (10) 1.0  (10)

기타 0.2  (11) 0.0  (11) 0.2  (11) 0.1  (11) 0.2  (11) 0.1  (11)

계 249.4 100.0 149.4  100.0  100.0  100.0 

(1)  조사 결과 가장 큰 안전 위협 요인으로 꼽힌 것은 ‘범죄 발생’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 중에서 설문 참여자들이 

2순위 혹은 3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표에는 설문 참여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별 구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만약 ‘만족’이라고 답한 참여자가 100명이라면 ‘불만족’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몇 명인지를 ‘범죄 발생’에 

대한 응답 빈도 자료를 사용하여 추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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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

감독확인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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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예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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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은 기원전 10000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인류의 추정 인구수를 시간 t의 함수 P(t)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같은 간격마다 일정한 비율로 값이 커지는 로그 척도로 표시되어 있고, 큰 눈금은 각각 1M(백만), 10M(천

만), 100M(일억), 1000M(십억), 10000M(백억) 명을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면 인구수가 유목시대에는 4~5백만 명으

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다, 그래프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는 기원전 5000년부터 서기 1600년까지 농경시대 동안은  

인구가 거의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1600년 이후 산업화시대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기원전 5000년 5백만이었던 인구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서기 1600년 5억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시대 인구가 2배 

증가하는데 소요된 평균기간을 구하시오(단, 상용로그 log 2의 근사 값은 0.3임).  [10점]

 (2)  1927년 20억 명이었던 인구수는 거의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여 1970년대 40억 명에 도달하였고, 2027년 8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10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아래 70-배증법칙을 이용하여 근사하여 

보시오.  [10점]

70-배증법칙 :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수열   1 +  
100         의 값이 2가 되려면 연수×비율의 값은 근사적 

으로 70과 같다(참고로 이 근사식은 연수가 비율(%) 보다 큰 경우 유용한 근사값을 제공한다).

 (3)  산업화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 350년(16C 후반~20C 초반) 동안 인구수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4배,  

후기 100년(20C 초반~21C 초반) 동안 또 다른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다시 4배로 증가하였다고 하자. 만약 산업화시대  

전기 35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과거 전기 추정 값의 1/2이었고, 후기 10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과거 후기 

추정 값의 1/4이라고 가정하면, 이 450년 동안(16C 후반~21C 초반) 인구는 몇 배로 증가되었을지 구하시오.  [10점]

연수 비율

10000m 

-10000 -8000 -6000 -4000 -2000 20000

1000m 

100m 

10m 

유목시대 농경시대

산
업
화 

추정 인구수 P(t), -10000 t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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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축과 직선 사이에 존재

한다. 함수   위의 임의의 한 점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고정점 

에 대하여 선분 의 길이와 선분  의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함수 를 구하시오.  [15점]

 

 (2)   선분 의 길이와 선분 의 길이의 곱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5점]

 (3)   삼각형 △ 면적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0점]

03   아래 그림과 같은 평면 위의 정수 격자점에서 상하좌우 중 한 방향을 골라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이때 

상하좌우로 이동할 확률을 좌우 각각  상하 각각 라 하자. 원점 으로부터 시작하여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격자점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4번 시행했을 때 좌표 에 도달할 확률을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2)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가  을 만족할 확률을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3)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가 부등식  을 만족할 확률을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P(1, 3)

O(0, 0)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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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반적인 출제의도 및 특징

본교의 논술고사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전형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논술고사 양식의 다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양서, 통계자료나 표 등을 제시문으로 활용하면서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출제함으로써 일정 수준을 담보하면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과과정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하되, 최근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II. 문제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사고 및 논리력을 

포함하는 통합적 사고력, 이해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I의 논술고사는 언어영역에 

중점을 둔 3문항으로 구성되며, 특히 영어 제시문 1개를 포함하여 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외국어능력을 함께 측정한다. 인문계열 II 

의 논술고사에서는 언어영역 2문항 및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1문항 등 총 3문항이 출제된다.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항들로서, 관련 주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2014학년도 수시논술 예시문제에서는 인문계열 I의 경우 현대과학의 발전에 기반을 둔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다룸으로써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시각과 판단력을 올바로 가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문계열 II 

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가권력과 감시체제가 지닌 속성을 재성찰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의 고전 및 명문들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골랐으며, 특히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대비시킴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하며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교과과정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수학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예시 문제 
출제의도ㆍ우수답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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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계열별 문항분석

1. 인문계열Ⅰ

문제 배경 설명  문제[1] - 문제[3] 제시문 

2014년도 수시논술 모의고사(인문계열 I)에 출제된 제시문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관찰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오늘날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간 내면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상호관계는 그동안 근대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와 

대비되는 ‘감정’ 및 ‘감각’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감성적 요소의 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아마도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깊숙한 

곳에 깃들어 있는 참된 본성을 결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대립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마음과 몸(뇌)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인지에 관한 제시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감성혁명’을 강조한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의 저서 『SQ 사회지능』의 일부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동안 ‘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이 제시문에서는 ‘감성’ 또는 ‘감정’이라는 또 다른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 ‘하위 경로’란 바로 감성적 요소가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본능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상위 경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19세기의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공리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인간적 가치가 훼손되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는 ‘신사’가 합리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리고 ‘소녀’가 감성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사의 ‘사실’이 합리성과 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소녀의 ‘꽃’과 ‘상상’은 인간생활의 또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감성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인 『High School English I』 (천재교육, 2009)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인간의 감정 및 

행동이 뇌의 각 부분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대화체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발췌한 것으로, 과학자나 물리학자들과 같이 마음을 마치 뇌 속에 저장된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복잡하고 미묘하기가 자연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특히 

만물의 근원에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는 유심론(唯心論)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문 [마]는 현대의 뇌환원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로돌포 이나스(Rodolfo Llinás)의 『꿈꾸는 기계의 진화(I of 

the Vortex)』에서 가져왔는데, 이 글에서는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운동 이미지의 결과라고 본다. 

중추신경의 핵심으로서 뇌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작용이 우리의 마음이며, 따라서 마음은 뇌와 동일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간성 등 모든 것을 뇌라는 생물학적 대상의 작용으로 바라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7 

제시문 [바]는 인간의 진심을 동심에서 찾는, 16세기 중국인 이지(李贄)의 『동심에 대하여(童心說)』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지니고 있는 동심이 참된 인간성의 근원이라고 보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동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참된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성의 본질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관점이 독특한 글이다.

제시문 [사]는 현대의 뇌과학적 입장을 비판하는 알바 노에(Alva Noe)의 『뇌과학의 함정(Out of Our Heads)』에서 추린 것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과학적 논리로 풀어내려는 뇌과학의 환원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이 글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성격이 지속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간다고 봄으로써 앞의 두 글과는 대비되는 인간관을 보이고 있다.

 

문제 0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소녀’와 ‘신사’의 입장을 평가하시오.   [30점]  

출제의도    

제시문 [가]와 [나]는 ‘이성’과 합리적 판단, 사실을 중시하는 입장과 ‘감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대비시키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글이다. 문제 1은 이러한 각자의 글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고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상위 경로’와 ‘하위 경로’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성적 통로와 감성적 통로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디킨스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신사와 소녀의 입장이 각각 이러한 상위 경로와 하위 경로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우수답안    

 제시문 [가]에서 저자는 ‘이성’의 역할에 대비하여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동안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위 

경로’라고 불리는 합리적이면서 신중한 전달과정이 중시되었지만, ‘하위 경로’인 감정적인 교류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위 경로가 근대적 합리주의를 대변하는 인간 이성의 상징이라면, 하위 경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교감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하위 경로는 상위 경로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들 두 가지가 적절하게 합쳐져서 

인간 행동의 근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근대의 사고방식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비합리적 요소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신사’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기에서 신사는 표현이나 생각의 감성적 측면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실’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강조한다. 소녀는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진 효용을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신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단지 ‘상상’의 산물일 따름이다. 그래서 신사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냉철한 이성과 명확한 논리에 근거한 세계관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사의 

입장은 단지 ‘상위 경로’에 불과하다.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상위 경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위 경로’는 오히려 소녀가 말하는 ‘꽃’에서 금방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 따를 경우, 우리는 

‘신사’와 ‘소녀’의 입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고와 소통의 철학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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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답안 분석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적인 대비를 각각 찾아내고 이를 연결시키는 답안을 요구한다. 특히 ‘신사’와 

‘소녀’가 ‘상위 경로’와 ‘하위 경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기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신사’와 ‘소녀’의 입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단순한 요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대변하는 두 인물의 성격을 ‘상위 경로’와 ‘하위 경로’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제시문 [나]에 표현되어 있는 ‘사실’과 ‘상상’의 대비 또한 ‘신사’와 ‘소녀’의 입장을 드러내는 핵심어로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문제 02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제시문 [라]의 내용과 대비하시오. [30점]

  

출제의도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이 인간의 몸과 마음 및 행동의 연관성에 대한 서로 대조되는 입장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시문 [다]는 인간의 뇌 기능, 행동 및 감정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고, 제시문 [라]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엄밀히 구분하면서 마음은 몸 또는 몸과 연관된 지혜보다 우위에 있는 사물의 이치라고 설명한다. 두 지문을 온전히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설명문이 아닌 대화체의 지문인 제시문 [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파악 능력 및 영어 독해력이 

요구된다. 또한 제시문 [라]가 보여주는 사고관에 의거하여 제시문 [다]의 상황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우수답안    

 제시문 [다]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감정 및 행동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대화체의 지문을 통하여 설명한다. 제시문에 예시된 바와 같이 십대 소년이 과거보다 인간의 표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신나는 취미를 좋아하거나 장기적인 보상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일을 원하는 것은 모두 소년의 

성장에 따라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의 활동이 증감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즉,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인간의 몸과 마음, 행동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기능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라]에서 알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태도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이 마음과 몸의 두 요소로 존재하며 마음의 영역은 

몸의 영역의 상위에 있다는 확고한 이분법적 사고관에 기초한다. 

제시문 [라]는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보아, 몸의 영역에 관련된 사안은 이 지혜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보다 훨씬 복잡한 우주의 이치이자 지혜를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마음은 유한한 지혜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같은 

생각에 따르면 제시문 [다]에서 볼 수 있는 뇌와 마음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결국은 지혜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헛된 노력의 

일환일 뿐, 마음의 영역을 온전히 파악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제시문 [다]는 인간의 몸과 마음 및 행동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마음 및 행동의 변화의 원인을 뇌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유물론적 사고관을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라]는 몸과 마음 사이의 엄격한 위계를 정하고 마음은 인간의 지혜의 영역 상위에 위치하며, 오로지 마음 

자체의 수련을 통하여서만 그 작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분법적이고도 유심론적 사고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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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답안 분석    

 본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먼저 제시문 [다]에 대한 요약을 하고 난 후 제시문 [다]와 [라]가 담고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비시켜야만 충실한 답안이 된다. 즉, 각 제시문에 대한 단순 요약이나 특히 대화체인 영어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면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 못한다. 위의 우수 답안은 우선 제시문 [다]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뇌 기능, 마음 그리고 행동의 유기적 작용에 대하여 요점을 잘 요약하고 있다. 두 제시문을 대비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제시문 

[다]의 입장이 유물론적 사고관에 가깝기는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하나의 주도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둘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라]는 몸과 마음 사이의 확고한 위계를 두며 마음이 몸 및 몸과 연관된 지혜의 영역을 

통제한다는 유심론적 사고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설명한다. 더불어 제시문 [라]의 사고관에 입각한다면 제시문 [다]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해될지 분석함으로써, 단순 대조를 넘어서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 없이 두 제시문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문제 03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인간관을 요약하고, 그 둘을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40점]  

출제의도    

 이 문제는 인간의 마음 내지 의식에 관한 세 가지 다른 관점의 지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각각의 지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 지문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들이 약간씩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에 관한 과학적, 통합적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개의 제시문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비교해가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의도이다. 특히 마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종합적인 인간관을 유추해냄으로써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각각의 글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시문 [마]의 경우 인간의 마음이 뇌의 기능이라고 봄으로써 

생물학적, 물질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제시문 [바]의 경우에는 고전답게 ‘동심’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한편 제시문 [사]는 이들 양자의 관점과는 달리 인간의 의식을 역동적으로 변하는 ‘춤’에 

비유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울려 변해가는 과정이 인간의 참모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거시적이고 동적인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어떤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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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답안    

 제시문 [마]는 인간의 마음을 뇌와 동일시한다. 인간이 자극을 받아 행동할 때는 자신의 신체적 맥락 안에서 특정한 감각 운동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감각 운동 이미지를 일으키는 뇌기능 상태가 곧 마음이다. 베틀에 북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베가 

짜지듯이, 마음은 뇌와 중추신경계라는 베틀에 수많은 북이 움직여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베틀의 활동과 다를 바 없다. 

마음은 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제시문 [바]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거짓됨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마음, 동심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심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보고 듣는 식견과 그 식견에 따라 얻어진 

도리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얻어진 식견과 도리가 마음 본래의 순수함과 진실됨을 상실하게 한다.

제시문 [사]는 인간은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타인들과 관계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의식을 형성해 나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제시문 [마]처럼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을 인간 개인의 두뇌신경세포의 활동과 동일시하는 환원주의적 관점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의식을 개인 내면의 세포 수준에서의 연구를 통해 밝힐 수는 없다. 인간은 뇌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미 머리 바깥 세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사]는 우리의 삶을 세상 속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역동적으로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끊임없는 변화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시문 [바]처럼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고 

참된 마음을 간직한 완성된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을 보고 들어 식견을 쌓아가고 타인과 관계하며 도리를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역동적 삶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수답안 분석    

 이 문제의 답안은 먼저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를 요약한 후 각각의 특징을 ‘인간관’이라는 핵심어로 다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 저자의 개념이나 메시지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어에 맞추어 새롭게 요약함으로써 두 제시문의 비교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일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사]의 입장 

역시 뇌과학에 대한 환원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환경’과의 교류라는 독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서술함과 동시에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약점, 즉 “인간 = 뇌”라는 한계와 “인간 = 주어진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좋은 답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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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계열 II

문제 배경 설명 : 문제[1] - 문제[2] 제시문 

2014년도 수시논술 모의고사(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은 통제, 감시, 규제, 그리고 저항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발췌한 글들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와 공동체의 집단적 논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황금률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누구나가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대한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러한 갈등관계에 

주목하여 동서양의 고전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논리적 대립구조를 잘 드러내는 제시문들을 선별하였다. 

원칙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옥, 예술, 일상생활 등에서 

이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는데 문제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시문 [가]의 출전은 미국의 두 가지 감금 제도를 설명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처벌』로, 미국의 감옥유형을 

대비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통해 교화를 추구하는 오번 모형과, 개인의 성찰 및 양심을 통한 교화를 

중시하는 필라델피아 모형을 대비함으로써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출전은 인간과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지로 고치려 하거나 규범, 규격 등으로 제어하려 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장자(莊子)의 『장자(莊子)』 중 「변무(騈拇)」 편으로, 사물의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훼손하는 

온갖 것들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수단으로써의 예악(禮樂)과 인의(仁義) 등 규범이 인간 내면의 참 모습을 

변형시키고 특정한 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트로이의 왕자 라오콘과 그 아들을 소재로 한 고대 조각상을 통해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대해 논한 고트홀트 

레싱(Gotthold Lessing)의 『라오콘(Laokoon)』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예술에 대한 규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리스 

회화의 기준이 오로지 아름다운 것에만 국한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통제가 갖는 의미와 기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예술 활동에서 조차 적당한 수준의 통제와 감시는 나름대로 필요한 요건이라는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문인인 허균(許筠)의 글 『호민론(豪民論)』에서 발췌한 것으로, 평범한 백성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통치자들이 이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들이 ‘호민’이라는 두려운 혁명세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제시문 [마]는 20세기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저술 『공화국의 위기(Crises of the Republic)』에서 

발췌한 것이다. 아렌트는 서구 시민사회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범죄적 불복종과 다르다는 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아울러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 

정부의 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 불복종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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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가지의 통제 유형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40점]  

출제의도    

제시문들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통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취합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규제와 훈육을 강조하는 관점과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존중하며 자율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관점이 대비되는 지문들을 

읽고,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이한 입장들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수답안    

제시문 [가]는 미국의 감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두 가지 통제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통제 유형은 엄격한 규율과 

위계질서, 지속적인 감시와 제한적인 의사소통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형은 인간 사회가 기본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감옥은 이러한 수직적 사회의 축소판이거나 복제 형태여야 하며,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회적 개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을 통해 범죄자를 순종적으로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의 산물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통제 유형은 엄격한 법 

적용 대신 개인의 양심과 내적 계몽을 중시한다. 이 모형은 감옥 안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선량한 존재이며, 처벌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양심의 작용으로 그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산물이다.

제시문 [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준을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을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인의와 예악 같은 획일적 규범을 따르게 하면서 각자의 본성과 

참모습을 침해하는 세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한 그리스 미술의 미학이 규범과 

금지, 감시와 제한 속에서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 예술은 법의 세심한 감시 속에 만들어진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였다. 

제시문 [가]의 오번 모형, 즉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은 제시문 [다]와 같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제시문 [가]의 필라델피아 모형, 즉 본성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움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중시하는 관점은 제시문 [나]의 자연스러움과 참모습에 대한 강조, 규격화나 규범에 대한 

비판과 유사한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를 파악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 규범과 규제의 효용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두 입장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답안 분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핵심은 제시문 [가]에 소개되어 있는 두 가지 감옥의 비유가 인간생활에 대한 감시 및 통제유형에 

어떻게 원용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는데 있다. 오번 모형은 인간의 획일적인 규제와 법칙에 따라 흐트러진 것들을 올바른 질서로 

모을 수 있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라오콘의 예술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비해 필라델피아 모형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개인 내면의 성찰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관리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인간 

본성의 자유로운 모습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규제와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수답안에서는 이러한 두 입장의 상반된 모습을 적절하게 대비하여 연결시키는 답안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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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2  제시문 [라]의 ‘호민’과 제시문 [마]의 ‘시민’이 지닌 집단적 성격을 대비하여 분석하시오. [30점]

출제의도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집단의 배경과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서양의 서로 다른 정치사상 맥락에서 통치 받는 자들의 성격을 ‘백성’과 

‘시민’이라는 용어로 정리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가 온전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대상인가를 

짚어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문제에서는 백성이 혁명을 실천으로 옮길 경우 ‘호민’으로 변형되는데, 이것이 서양의 ‘시민 불복종’ 

전통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시민’이라는 집단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수답안    

두 제시문은 ‘정치적 인간’의 맥락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 집단을 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제시문 [라]에서는 

특히 호민이 문제적인 정치 집단이며, 제시문 [마]에서는 불복종하는 시민 집단이 주목되는 집단이다. ‘호민’과 ‘시민’은 체제 또는 

국가와 대립, 갈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공통분모를 지닌다. 그러나 저자의 시각과 구체적인 주장에 이르면 호민과 시민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띤다. 제시문 [가]의 저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호민의 정치적 활동을 경계하는 시선을 유지한다. 

그가 보기에 호민은 난세의 틈을 엿보아 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선동 집단이다. 평소에 딴 마음을 품은 채 자취를 숨기고 

살다가 국가에 변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시키려는 자들이 저자가 규정한 호민의 개념이다. 이들 호민은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이 극심해질 경우 정치적 봉기를 주도하는 변혁 집단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제시문 [마]의 저자는 시민 불복종의 시민을 정당한 정치 집단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의 시민은 소속 집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와 바람직한 변화’를 원하는 정당한 집단이므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범죄적 불복종 

집단과 다르다. 또한 정부와 법치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명가 집단과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가들처럼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호민과 시민에 대한 제시문의 대응 방식도 같고 다름이 있다. 우선 이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동기가 비슷하다. 가혹한 수탈과 요구, 시름과 원망, 적법하지 않은 정책 또는 권리의 침해 등은 국가가 개인을 

부당하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제시문 [라]는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알아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했고 제시문 

[마]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요구가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즉 문제에 대한 처방이 각각 다른 것이다.

우수답안 분석    

 답안에서는 ‘호민’이 일반적인 백성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드러내는 속성을 가리킨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 부여된 정당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서양의 ‘시민’ 전통과 유사한 점을 갖지만 호민이 혁명을 통해 정부나 국가의 

전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의 틀 내에서 불복종을 전개하는 시민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며, 그 배경에는 동서양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므로 무엇보다도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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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자신이 생각하는 요인에 순위를 매겨 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설문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①은 순위에 관계없이 각 요인이 선택된 빈도를, ②는 각 

요인이 1순위로 선택된 빈도를 보여 준다. ③은 각 요인의 복수 응답 빈도와 1순위 응답 빈도 사이의 격차이다. 

이 설문에서는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만족도 답변 결과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각 집단별 1순위 응답 결과를 

④에 정리하였다. 각 열의 ( )내 숫자는 각 요인 응답 빈도의 순위이다.  [30점]  

(단위 : %, (  ) 안은 순위) 

안전 위협 요인
➊ 

복수 응답

➋ 
1순위 응답

➌

복수-1순위 응답

빈도 격차

➍

주관적  만족도별 1순위 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범죄 발생 57.4  (1) 29.3  (1) 28.1  (1) 31.2  (1) 29.3  (1) 26.3  (1)

경제적 위험 34.8  (2) 15.3  (3) 19.5  (3) 13.4  (3) 15.0  (3) 18.5  (2)

국가 안보 32.3  (3) 18.4  (2) 13.9  (5) 18.1  (2) 18.9  (2) 17.9  (3)

도덕성 부족 30.9  (4) 10.6  (4) 20.3  (2) 11.2  (4) 10.3  (4) 10.2  (4)

빈부 격차 20.8  (5) 5.0  (7) 15.8  (4) 3.9  (8) 4.5  (8) 7.7  (5)

인재(人災) 20.5  (6) 7.0  (5) 13.5  (6) 7.4  (5) 7.0  (5) 6.4  (6)

환경 오염 17.7  (7) 5.2  (6) 12.5  (7) 5.3  (6) 5.3  (6) 4.6  (7)

자연 재해 14.6  (9) 4.4  (8) 10.2  (9) 4.2  (7) 4.7  (7) 4.2  (8)

신종 질병 15.2  (8) 3.6  (9) 11.6  (8) 3.7  (9) 3.8  (9) 3.1  (9)

자원(에너지) 고갈 5.0  (10) 1.2  (10) 3.8  (10) 1.5  (10) 1.0  (10) 1.0  (10)

기타 0.2  (11) 0.0  (11) 0.2  (11) 0.1  (11) 0.2  (11) 0.1  (11)

계 249.4 100.0 149.4  100.0  100.0  100.0 

(1)  조사 결과 가장 큰 안전 위협 요인으로 꼽힌 것은 ‘범죄 발생’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 중에서 설문 

참여자들이 2순위 혹은 3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표에는 설문 참여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별 구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만약 ‘만족’이라고 답한 참여자가 100명이라면 ‘불만족’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몇 명인지를 

‘범죄 발생’에 대한 응답 빈도 자료를 사용하여 추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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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사회 전체의 뜻을 잘 반영하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든지 다양한 답변이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과학도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흔히 도표의 형태로 제시되는 조사결과 자료는 다양한 의견들을 간편한 

형태로 축약한 것인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주어진 조사 결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2 사회조사 중 결과의 일부를 표로 제시하고, 표에 담긴 설문 참여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층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또한 표의 구성원리를 이해하여 자료의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문항 (1)에서는 

표에서 명백하게 1순위로 꼽힌 안전 위협 요인 이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1순위로 꼽지는 않더라도 매우 보편적으로 우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문항 (2)에서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와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해석해보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전체 참여자들의 의견은 결국 세부 집단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므로 

두 결과 사이에는 정합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면 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제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읽어낸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은 세부 집단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특히 다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소수 집단이 있다면 이들의 견해를 어떻게 여론에서 읽어내고 이를 

참고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수답안    

(1)  복수 응답 빈도에는 1순위 응답 빈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 응답 빈도에서 1순위 응답 빈도를 빼어주면 2~3순위 응답 

빈도를 알 수 있다. 이는 표에서 세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2~3순위 응답의 빈도에서도 가장 높은 것은 ‘범죄 

발생’이다. 이를 제외한다면 가장 높은 2~3순위 빈도의 요인은 ‘도덕성 부족’이다. 

(2)  표에서 전체 빈도는 각 집단별 응답 빈도를 집단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 평균한 값과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범죄 발생’ 항목의 

경우 마침 전체 빈도와 ‘보통’ 집단의 빈도가 29.3%로 일치한다. 따라서 나머지 두 집단인 ‘만족’과 ‘불만족’의 상대적 구성비를 

사용한 가중 평균 또한 29.3%이어야 한다. ‘만족’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31.2% - 29.3% = 1.9% 포인트 높은 빈도, ‘불만족’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29.3% - 26.3% = 3% 포인트 낮은 빈도로 답하였다.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1.9와 3이라는 것은 

이들 집단의 상대적 구성비가 3:1.9라는 의미이다. 즉, 만약 ‘만족’ 집단이 100명이라면, ‘불만족’ 집단은 100 × 1.9/3 = 약 

6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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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답안 분석    

(1)  문제에서 설명한 대로 각 참여자는 최대 3개의 요인을 순위를 매겨 응답하도록 요청받았다. 표의 첫 열에서 복수 응답 결과의 

빈도의 합이 249.4%인 것을 참조한다면, 참여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2.5개의 요인을 골라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즉, 1개 

요인만을 답한 사람도 있겠으나 상당수는 2개 또는 3개의 요인을 답하였다). 1순위 응답의 순위로는 범죄 발생, 국가 안보, 

경제적 위험의 순으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수 응답의 순위로는 범죄 발생, 경제적 위험, 국가 안보의 순으로 

나타나 얼핏 보면 대체로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위협 요인은 이 3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수 응답 결과에는 1순위 응답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1순위로 많이 꼽힌 응답은 복수 응답에도 빈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만약 사람들이 1순위로 우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3위에는 많이 꼽는 요인이 있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표에서 3번째 열에 제시된 복수 응답과 1순위 응답 빈도의 격차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즉, 1순위 응답의 빈도를 빼어줌으로써 각 항목이 2순위 또는 3순위로 언급된 빈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열을 본다면 2~3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여전히 ‘범죄 발생’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도덕성 부족’이 많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순위 응답과 복수 응답에서 각각 2위와 3위였던 ‘국가 안보’는 2~3순위로만 본다면 5위로 

내려간다. 이는 ‘국가 안보’의 경우 강하게 우려하는 참여자의 수가 많지만, 이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려를 덜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표에서 범죄 발생에 대한 1순위 응답 빈도는 29.3%이고, 이를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만족’을 답한 사람들은 

31.2%, ‘보통’을 답한 사람들은 29.3%, ‘불만족’을 답한 사람들은 26.3%이다. 전체 의견을 결국 이 세 집단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표에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주관적 만족도의 답변별 집단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안다면 그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한 결과가 전체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범죄 발생의 경우 마침 ‘보통’ 집단이 꼽은 빈도와 전체 빈도가 29.3%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의견을 평균하더라도 여전히 29.3%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만족’ 집단은 전체 평균빈도에 비해 31.2% - 29.3% = 1.9%포인트 높게 답하였고, ‘불만족’ 집단은 전체 평균빈도에 

비해 29.3% - 26.3% = 3% 포인트 낮게 답하였다. 이 두 집단의 의견을 가중 평균하여 29.3%가 나오려면 결국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규모의 비율이 3:1.9이어야 한다. 즉 만약 ‘만족’ 집단의 수가 100명이었다면, ‘불만족’ 집단의 수는 100 × 

1.9/3 = 약 63.3명이었을 것이다. ‘불만족’ 집단은 전체 의견에 비해 3% 포인트나 낮은 빈도로 ‘범죄 발생’을 꼽았지만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 의견보다 1.9% 포인트 높은 빈도로 택한 ‘만족’ 집단의 의견과 균형을 이루게 된 셈이다. 

  부연하자면, 요인별 빈도 순위로만 볼 때 ‘만족’ 집단과 ‘보통’ 집단은 매우 유사한 의견을 보이는 반면, ‘불만족’ 집단은 다소 

순위가 다르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불만족’ 집단은 ‘만족’ 집단에 비해 약 2:3의 비율로 적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만족’ 집단과 의견이 비슷한 ‘보통’ 집단을 포함시키면 ‘불만족’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가졌다. 이 때문에 

‘불만족’ 집단이 2위로 꼽은 ‘경제적 위험’은 전체 의견에서는 3위이고, 5위로 꼽은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은 전체 

의견에서는 8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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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계열

문제 01    다음은 기원전 10000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인류의 추정 인구수를 시간 t의 함수 P(t)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같은 간격마다 일정한 비율로 값이 커지는 로그 척도로 표시되어 있고, 큰 눈금은 각각 

1M(백만), 10M(천만), 100M(일억), 1000M(십억), 10000M(백억) 명을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면 인구수가 

유목시대에는 4~5백만 명으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다, 그래프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는 기원전 5000년부터 

서기 1600년까지 농경시대 동안은 인구가 거의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1600년 이후 산업화시대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기원전 5000년 5백만이었던 인구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서기 1600년 5억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시대 

인구가 2배 증가하는데 소요된 평균기간을 구하시오(단, 상용로그 log 2의 근사 값은 0.3임).  [10점]

            (2)  1927년 20억 명이었던 인구수는 거의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여 1970년대 40억 명에 도달하였고, 

2027년 8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10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아래 70-배증법칙을 

이용하여 근사하여 보시오.  [10점]

70-배증법칙 :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수열   1 +  
100         의 값이 2가 되려면 연수×비율의 값은 

근사적으로 70과 같다(참고로 이 근사식은 연수가 비율(%) 보다 큰 경우 유용한 근사값을 제공한다).

            (3)  산업화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 350년(16C 후반~20C 초반) 동안 인구수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4배, 후기 100년(20C 초반~21C 초반) 동안 또 다른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다시 4배로 증가하였다고 하자. 만약 

산업화시대 전기 35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과거 전기 추정 값의 1/2이었고, 후기 10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과거 후기 추정 값의 1/4이라고 가정하면, 이 450년 동안(16C 후반~21C 초반) 인구는 몇 배로 

증가되었을지 구하시오.  [10점]

1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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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1)   log   또는   이므로  

 * 억 / 백만 이다.    

 양변에 상용 log를 취하면 이므로, .  

 인구가 2배가 되는 기간 는 를 만족하므로 

  log    log 년(약 1천년마다 2배)

(2)  100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4배가 되었으므로 2배가 되는데 50년 소요. 70-배증 법칙에 의하면 연수*비율=70이므로, 

연평균 증가율은 70/50 = 1.4(%) 

(3)   전기 350년 동안 4배가 되었으므로 2배 되는데 175년, 후기는 100년 동안 4배가 되었으므로 2배가 되는데 50년이 소요된다.

  2배가 되기 위한 소요 연수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인구증가율이 각각 ½, ¼이면, 

 2배 되는데 전기 350년, 후기 200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기에 2350/350 = 2배, 후기에 2100/200 = 배. 즉  배가 된다. 

문제 02    함수 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축과 직선  사이에 존재한다. 

함수   위의 임의의 한 점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고정점 

에 대하여 선분  의 길이와 선분  의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함수 를 구하시오.  [15점]

 

            (2)   선분 의 길이와 선분 의 길이의 곱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5점]

            (3)   삼각형 △  면적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0점]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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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1)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적당한 상수 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점 의 좌표를 적용하면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성립하므로 양변을 전개하면 

                        

                                                            을 얻는다. 

 또한, 함수 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므로 상수 는 다음을 만족한다. 

 따라서 함수                                   이 된다. 

 한편, 함수 는 축과 직선  사이에 존재하므로                    를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함수  의 정의구역은  가 된다.

(2) 점 의 좌표가                                                                          이므로                                  이 된다.  

 한편,                                          로 일정하므로                                  이 된다.

 따라서                                                                                이라 하면,  

                                                                                                                           이므로, 

 은  에서 극값  를 갖는다. 

 한편, 양 끝점  에서 이므로 의 최댓값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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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해]

 는 일정하므로                                                                           이 항상 성립한다. 

 원점을 지나는 조건으로부터  이므로                                                     이 된다. 

 한편, 인 경우                         이고, 인 경우                         이므로

                                                        인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 최댓값은 이다.

(3) 선분          는 축과 평행이고 점 의 좌표가                                                                           이므로 

 삼각형 △ 의 면적은                                                                                                                               로 주어진다. 

 여기서 식 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에서의 의 최댓값을 구하면 충분하다. 

                    

                                                                                                                이므로, 

 삼각형 △ 의 면적은                           에서 극값                                를 갖고, 

 일 때, 이다.

 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에서 극값                               를 갖는다.

 양 끝점                              일 때, 이므로 삼각형  △  면적의 최댓값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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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3   아래 그림과 같은 평면 위의 정수 격자점에서 상하좌우 중 한 방향을 골라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이때 상하좌우로 이동할 확률을 좌우 각각  상하 각각 라 하자. 원점 으로부터 시작하여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격자점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4번 시행했을 때 좌표 에 도달할 확률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2)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가  을 만족할 확률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3)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가 부등식  을 만족할 확률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모범답안    

(1)  원점 에서 4번 시행하여 에 도달 하려면 우 1회, 상 3회 선택하여 시행한 경우뿐임을 알 수 있다.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에 따라 우 1회, 상 3회로 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로 주어진다. 

 이때 각 시행이 독립이므로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로 구해진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또는          )이다.

P(1, 3)

O(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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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은 으로 구해지며, 이들 점들이 을 만족하므로, 

  이 점들에 번 시행한 후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행이 좌 또는 하를 제외한 우와 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제 한 점 를 생각하면, 우 회, 상 회 선택하여 시행하는 경우이며,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에 따라 이점에 번 시행 후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이다. 

 그리고 각 시행이 독립이므로 이들 각각 경우의 확률은                 로 주어진다. 

 따라서 에 도달하는 확률은                       이다. 

 이들 점들에 주어진 확률을 모두 합하고 이항정리를 활용하면                                                      로 답을 얻는다. 

 (또는                      이므로                                 을 얻는다)

 [별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은 으로 구해지며, 이들 점들이 을 만족하므로, 

 이 점들에 번 시행한 후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행이 좌 또는 하를 제외한 우와 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와 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확률을 이고 각 시행은 독립 시행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이다. 

(3)  번 시행하여 도달한 점들은 모두 부등식  을 만족하므로 부등식  을 만족하는 점들은  

등식  을 만족하는 점들의 여집합이다. 등식  을 만족할 확률을 먼저 구하기 위하여,  

등식  을 만족하는 을    네 가지 

경우로 구별한다. 이제 (2)와 같은 방법으로 우상변  이외의 다른 3변의 확률도 각각 이다. 

  여기서, 앞의 네 가지 경우로 구별할 때 네 점 이 두 번씩 나타남에 유의한다.   

이들 중복되는 네 점 에 관한 확률은 각각  이다. 

  이제, 등식  을 만족하는  에 도달할 확률은 위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의 합에서 중복되는 네 점에 도달하는  

확률을 뺀 값이므로,                                              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등식  을 만족하는 점들의  

여집합의 확률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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