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수험생 작성란
지원학과(부, 전공) 성명 유의사항

2017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자연계열I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 자연계열I 문제지와 자연계열I 답안지가 맞는지 확인할 것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고교명,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반
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6쪽(수학 2쪽,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각 1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3쪽(수학 2쪽, 선택과목 1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과학영역(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에서 반드시 2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지의 해당란에 ● 표기하고 선택한 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4.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테두리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5.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6.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7.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8.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과목
고교명수학

※ 감독자 확인

【수학(문제 1)】 반드시 해당문제의 답을 작성해야 함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 줄 아래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낙서 할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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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 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낙서 할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수학(문제 2)】 반드시 해당문제의 답을 작성해야 함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 줄 아래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낙서 할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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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자연계열I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 자연계열I 문제지와 자연계열I 답안지가 맞는지 확인할 것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고교명,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반
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6쪽(수학 2쪽,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각 1쪽)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답안지는 3쪽(수학 2쪽, 선택과목 1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과학영역(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에서 반드시 2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지의 해당란에 ● 표기하고 선택한 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4.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테두리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5.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6.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7.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8.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과목 물 리 화 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고교명

선택 ○ ○ ○ ○

※ 감독자 확인

【선택 과목명:                 】 반드시 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해야 함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물음 5】

이 줄 아래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낙서 할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여 채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