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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국어국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1)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국어의 품사 이름 아홉 개를 쓰고, (2) 그것을 기준으

로 아래 문장에서 밑줄친 낱말의 품사를 써 보시오.(15점)

가.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쉽게 익혀 나날이 씀에 편리하게

① ② ③

하고져 할 따름이니라.

④

나. 글자의 쓰임에 갖추지 않은 바가 없고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다.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울

⑤

음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다 적을 수 있다.

⑥

(1)

(2) ① ② ③ ④ ⑤ ⑥

2. <춘향가>와 <춘향전>의 이질성을 (1) 문학 갈래적 측면과 (2) 부분 사이의 유기적

측면에서 설명하라.(20점)

3. 문학의 기능을 세 가지만 제시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현대문학 작품을 예로 들

어 설명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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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현행 학교 문법에서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등 어떤 성분으로 쓰이느냐 하는 기능(통사적 기능), 활용하느냐 활용하

지 않느냐 하는 형태적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하되, 단어의 의미적 특성도 분류

기준으로 고려하여, 모두 9개의 품사로 분류한다. 여기서 9가지 품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인 동사, 형용사, 관계언에 속하는 조사, 수식언에 속하

는 관형사, 부사, 독립언으로서의 감탄사이다.

한편 밑줄 친 낱말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①부사 ②동사 ③동사 ④명사 ⑤명사 ⑥조사

<물음2>에

대한 답변

(1) 문학 갈래적 측면 : <춘향가>는 희곡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대화나 동작에

치중하여 이것은 길고 자세하나 서술은 짧고 단순하다. <춘향전>은 서사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상태에 치중하여 서술은 길로 자세하나 대화나 동작은 간명하면

서 경과만 보여준다.

(2) 부분 사이의 유기적 측면 : 광대들이 판소리(<춘향가>)의 연희자이며 사설의

창작자로서, 판소리 사설에 다양한 요소를 삽입하여 문자로 정착한 것이 판소리

계 소설(<춘향전>)이다. 작품 내적 측면에서 <춘향가>는 각 부분이 전체적인 유

기성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고 부분의 독자성을 지니는 데 비해, <춘향전>은 각

부분이 전체적인 유기성에 엄격히 구속된다.

<물음3>에

대한 답변

문학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더라도 무방하

지만 그 기능이 다른 것과 겹치지 않고 대등한 것이어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

주로 가르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교훈적 기능 : 문학이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인생의 진실을 보여 주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기능.

2. 쾌락적 기능 : 문학은 독자에게 고차원적인 정신적 즐거움이나 미적 쾌감을

주는 기능.

3. 종합적 기능 : 참다운 문학의 기원은 교훈과 쾌락,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기능.

기타,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기능도 가능하다. 가령 모방론적, 표현론적, 형식

론적, 효용론적 기능이라던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공동체 통합의 기능

등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기능을, 적절한 현대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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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영어영문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1. Read the following question and answer in English. (50점)

Some people think that higher education should differ from any job training in

vocational schools and that universities should educate students to become

well-rounded and responsible leaders and citizens. Others hold that universities

should focus on offering more courses that can help students find jobs once they

graduate.

Which view do you think is true? Write an essay in English within 500 words. Use

specific examples and reasons to support your opinion.

【 채점기준표 (문제해설 등)】

1. 채점기준

a. 영어발음

b. 문장 사용상의 유창함

c. 어휘와 문장의 다양성과 정확도

d. 자기 의견 제시의 논리성

【 모범답안 】

대학교육의 목적에 관련된 두 가지 견해로 (1)다양한 지식 취득과 전인적인 인성 교육을

통해 전인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지도자와 시민을 양성하는 것과 (2)학생들이 선택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많이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교

육이 예시되어 있다. 제시된 두 가지 견해 중 전인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지도자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의 취득의 필요성 등을 설

명하고,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21세기 변화된 사회와 경제 현실에 관련된 사실 등을 구

체적인 예를 들어 영어로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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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영어영문학과 전형유형 영어능력우수자전형

1. 다음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20점)

(a) Life is indeed precious, and I believe the death penalty helps to affirm this fact. Had the death

penalty been a real possibility in the minds of the murderers, they might well have stayed their

hand. They might have shown moral awareness before their victims died, not after.

(b) We may not like capital punishment, but it must be available to punish crimes of cold-blooded

murder, cases in which any other form of punishment would be inadequate and, therefore, unjust.

If we create a society in which injustice is not tolerated, incidents of murder--the most flagrant form

of injustice--will diminish.

2. Do you agree with the argument in two passages in (1)? Write an essay in English

within 500 words arguing for or against the death penalty. (40점)

【 채점기준표 (문제해설 등)】

1. 채점기준

a. 주어진 글의 주제 파악

b. 문장의 문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도

c. 영어의 어휘 능력

2-1. 채점기준--에세이

a. 의견 제시의 논리성

b. 주제를 뒷받침하는 설명의 명료성

c. 글의 단락 구분

2-2. 채점기준--구두면접

a. 영어 발음 및 어휘의 다양성

b. 문장의 유창성

c. 설명의 명료성과 논리성

【 모범답안 】

1. (a) 실로 생명은 소중하며, 나는 사형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만약 사형이 살인자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능성으로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행동(살인)을 하지 않았을(단념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희생자들이

죽은 후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도덕적 각성을 보였을 것이다.

(b) 우리가 사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형태의 처벌도 부적절하고 따라서 불공평한 경우 즉, 냉혈

살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사용 가능해야 한다. 만약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면, 가장 흉

악한 형태의 부정인 살인 사건이 줄어들 것이다.

2. 사형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찬성 또는 반대)을 영어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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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최근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역사학계는 만주라는 역사적 영토를 둘러싸고 대립된 견해를 내놓

고 있다. 또 만주지역에서 건국했거나 만주지역을 통치한 고대 왕조들을 한(韓)·중(中) 어느

나라의 역사 체계 속에서 서술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은 조만

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 발해, 금(金),

후금(後金)과 청(淸)이 만주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그곳에 살았던 만주족의 후예라고 가정하면

두 나라 역사학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겠는가? 왜 무슨 근거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

가?(20점)

2. 다음의 내용은 한말 어떤 역사적 사건에 항의해 올린 향촌유생 상소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사건의 개황과 의미를 설명하라.(15점)

“아! 저 五逆은 과연 어떤 人間들이기에 감히 사사로이 調印하여 勒約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폐하의 죄인만이 아니라 祖宗의 죄인이자 萬古의 죄인입

니다. 누구라도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하루빨리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신다면 그들의 머리를 베어 장대가 마른나무로 될 때까지 거리에 걸어두

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條文을 僞造해 폐하를 속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신

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疑惑은 저절로 해소될 것이며 전국에 걸쳐 비등해진 輿論도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3. 다음 지문은 영국 웨일스의 한 민족주의 정당 지도자 손더스 루이스가 1923년 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15점)

“Language is the fruit of society, is essential to civilization, and is the treasury of

all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a nation. It keeps the visions, and desires and

dreams of the nation and treasures them in literature. It holds the memory of the

nation, its knowledge of its beginnings, of its youth, its suffering, its problems and

its victories - all that constitutes the history of a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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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만주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넘어서 객관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만주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가(10)

- 역사적 사건을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5)

-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사고하고 추론하는가(5)

<물음2>에

대한 답변

1. 지문을 읽을 수 있는가(한자에 유의)

2.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1905년 11월 22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강압적 조약

* ‘을사보호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 통감부의 설치를 골자로 한 조약

*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사실상의 식민지화를 초래한 조약

* 헤이그 밀사사건 등 반발 초래

* 주도자(을사오적) ; 朴齊純·李址鎔·李根澤·李完用·權重顯

* 내용(전문 5조)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

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

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

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

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

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

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손더스 루이스는 언어가 사회의 결실이고 문명의 필수 요소이며 민족의 모든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는 보고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언어가 민족

의 비전과 바람과 꿈을 담고 있고 문학의 형태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

과 언어가 민족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고 민족의 생로병사에 관한 지식, 곧 민족

의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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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철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원리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

서는 결과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커져서 사회 구조화 현상

이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물질적 가치의 생산 증대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나타나게 되

었다. 더 나아가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이나 화폐, 자본 등의 물질이 마치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믿고, 그것을 신앙 내지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물신 숭배의 경향조차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윤리ㆍ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물질에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전도’ 현상으

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생산의 능률화와 연결시킴으로써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인간은 마

침내 엄청난 생산 증대를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공장을 확장하고 기계 설비를 늘림으로써 생산

의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마침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인간 소외’ 현상까지 초래하

게 되었다.

(1) “이제야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걷혔다! 사방에서 뿜어 나오는 이 빛을 보라! …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완벽한가!

… 인간은 이제 진리로 향하는 탄탄대로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점

점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이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는가!”

(튀르고, <한 철학자의 눈으로 본 역사>)

(2) 콩도르세는 진보의 필연성과 법칙성을 믿었다. 그에게서 진보는 미래까지 연속해서 무한한 완전성을 향해 진행하

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험적 확인, 합리적 근거제시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기 때

문이다. 진보의 이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소망사항 또는 현실을 등한시 하는 허구적 유희로 비칠 수 있다.

(3) 루소는 <과학과 예술에 대한 논고>와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토대에 대한 논고>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인륜적 상태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종래의 주장과 정반대로 루소는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총괄적이고

가치 있는 조망”이라는 주제 아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인륜이 파괴된다는 역사에 대한 양면적 평가를 제시

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인류의 생산적인 잠재력이 전개된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파괴적이고 복귀적인 성향이 발

현된 것이기도 하다.

(4) 역사의식이란 진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한성과 유한성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이해에는

진보적-유토피아적 희망과 환상에서 벗어난 비관적 시대진단 사이의 긴장에 대한 각성된 시각이 필요하다.

* 제시문을 참조하여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전체 50점)

(1) 아래의 제시문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하여 서술하라. (25점)

(2)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역사는 진보하는가? 역사의 진보는 인간에

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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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2) <제시문>에서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3) 특히 <제시문>에서 거론된 문제점에 대응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로운 결

제 활동과 시장 제도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합

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지나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

째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존

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비롯한 각종 물질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참다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의 풍요로움 못지않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도

인식해야 한다. 셋째는 자본주의와 긴밀히 연결된 사고와 행동 양태인 개인주의를 공동체 의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즉 개인주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애타주의와

인도주의, 협력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인간적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인간의 얼굴

을 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1) 필기문제 시험

이번 면접구술고사는 고등학교 학생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일반교양과 관련된 역사이해를 주

제로 다루었다. 제시문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문을 통해 학생의 자신

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옹호와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하도록 하였다.

<제시문에 대한 해설>

제시문1은 튀르고 <한 철학자의 눈으로 본 역사>에서 인용한 글이다. 역사의 진보를 확신하는 대

표적인 계몽주의자 튀르고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이전부터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미래에도 확고한 발전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

지문에서는 역사의 진보가 인간사회에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가져오며, 당연히 행복을 가

져다 준다는 입장을 볼 수 있다.

제시문2는 극단적으로 진보의 필연성과 법칙성을 믿는 콩도르세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이다. 계몽

주의자 중에서도 콩도르세는 극단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전의 역사를 통해 미

래 역사의 진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며, 심지어 인간이 의학기술을 통해 죽음조차 극복하리라는

망상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지문은 진보의 믿음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회의적 입

장을 보여줌으로써 진보의 이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제시문3은 루소의 <과학과 예술에 대한 논고>와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토대에 대한 논고>를 통

해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인륜적 상태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명이 발전함

에 따라 인륜이 파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긴장과 양면적 평가를 의식할 수 있다.

마지막 제시문은 진보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역사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깨닫는 역사의식을 강조하

고,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시대를 진단해야 할지 판단하도록 유도한 지문이다.

2) 면접구술 시험

- 먼저 쓴 답안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함

-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함

- 그에 대한 반론의 가능성에 대해 논쟁적으로 방어하도록 함

- 결론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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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불어불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아래에 인용한 글은 시와 철학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다음 문제를 읽고 답하시오.

(50점)

1) 시와 철학 중 어떤 방법이 ‘물속의 물고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말해 보시오.

2) 시와 철학이 다른 이유를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해 보시오.

   새로운 느낌을 기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억지로 표현하려고 시도할 때, 더듬거리는 말

처럼 우리의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것이 바로 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들뢰즈가 말한 것처럼 철학은 개

념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엮음으로써 새로운 사유 문법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바닷가의 한 어부가 새로운 그물을 만들려고 준비한다면, 이것은 그 어부가 기존의 그물망으

로 잡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물고기 종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을 새로운 그물을 만드는 작

업에 비유할 수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이다. 어떤 철학자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그것을 

엮는 이유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유 문법으로는 포착되지 않은 무언가가 자신의 그물코를 

지나쳤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니까. 이 점에서 철학의 출발은 시의 그것과 닮은 데가 있다. 철학

자도 시인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의 부적절함을 느낄 정도로 삶과 세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철학책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물만 보아서는 

그것으로 무슨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물을 바다 물에 던져

보면, 누구든지 그 그물이 잡을 수 있는 것과 잡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갖 물고기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표현하려고 한다면, 철학자는 그

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를 다시 확인하고 만져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시는 주

관적인 것이고, 철학은 객관적 혹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인상이 생기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온몸으로 물

고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의 낯선 경험을 육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 할 때, 그의 낯선 경험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반면 새로운 그물을 엮어 낯선 물고기를 뭍으로 끌어올려 

보여준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그 낯섦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시는 가장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보편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인이 들어갔던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인이 느꼈던 낯선 물고기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반면 철

학은 가장 보편적인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자가 만든 어떤 그물을 물속

에 던지면 그것에 딱 어울리는 특정한 물고기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주관적인 것 같지만 

보편적이고, 철학은 보편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시와 철학이 인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인간의 경험 자체가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

인 것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수신문 533호 강신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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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시를 선택하든 철학을 선택하든,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답변에 점수를 준다. 면접 시, 질문을 통해 “물속의 물고기”,

“그물”, “낯선 경험”, 시와 철학의 주관성과 보편성과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를 택한 경우 요구되는 답변 :

Ÿ 시는 새로운 느낌 혹은 “낯선 경험”(‘물속의 물고기’로 비유한 것)을 있는 그

대로의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표현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Ÿ 직접적이면서 주관적인 체험을 전달하므로 시는 주관적이지만, 그러한 시적

상황을 다시 체험케 하므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측면을 지

닐 수 있다.

철학을 택한 경우 요구되는 답변 :

Ÿ 철학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그물”로

비유한 것)을 동원하여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Ÿ 이러한 객관적인 방식은 일견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그 방식이 전체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 즉 선택한 그물은 특정한 물고기만 잡기 위한 것이

기에 - 방식의 선택이나 제약은 철학에 주관적인 측면을 부여할 수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시와 철학의 차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 여기서 표현력과 창의력을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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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독어독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아래에 제시된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30점) 

오늘날 지구의 모든 지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 뉴욕의 결산 기자회견

하나가 불과 몇 분 안에 동아시아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콜롬비아에서 잘라낸 꽃은 바로 이튿날

독일 화훼단지에 공급되며, 지구 남쪽 대륙에서 커피가 제공되지 않으면, 북반구 대륙 주민들은 아침식

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휴대폰은 콩고 내전 지역에서 생산된 콜탄(콩고에

서 생산되는 검은색 희귀 광물. 휴대폰의 리튬 필터를 만드는 탄탈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이 없다면 무

용지물이다.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서 내용은 내일이면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전

산 입력되고 위성을 통해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보내져 ‘시스템화’된다. 생산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

맡아 제작했던 고전적 형태의 공장은 이제 쓸모없어졌다. 지역 소재지에서 하청업자에게 연결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수많은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생산케 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본사의 CEO는 미

국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직원의 해고를 결정해 버린다. 지금까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자

생하는 약초에서 추출한 치료제를 내다 팔았던 인도 농민들이 갑자기 신약 물질 특허권 수수료를 다국

적 제약사에 내야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보편적인 것은 사라지고 있는 중인 듯하다. (중략) 보

편적인 가치들이 자신의 권위와 적법성을 잃어버림에 따라 상황은 변화하고 첨예해진다. 보편적인 가

치들은 매개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독특성들을 다소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독특성들은

차이의 보편적인 문화 속에 있는 차이들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성공적으로 통합되

지 않는다. 승승장구하는 세계화가 완전히 무차별한 하나의 문화 혹은 비문화를 개시함으로써, 모든

차이와 모든 가치를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일단 보편적인 것이 사라지고 나면, 독특성들은 다시 야만

화되어 자기 자신에서 내맡겨지며, 전능한 세계적 기술 구조만이 이런 독특성들과 마주한 채 남아 있

게 된다. 보편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기회를 가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 민주주

의, 인권에 관한 개념들은 한편으로는 대안 없는 세계 질서, 항소할 수 없는 세계화와 마주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특성들의 끈질긴 반란 또는 일탈에 직면한 채, 단지 사라진 보편적인 것의 유령에

지나지 않는 창백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이 개념들이 단순한 정치적 유희를 통해 제로부

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정치도 동일한 규제 철폐의 흐름에 붙들려 있으며 이

제부터는 더 이상 도덕적 힘과 지적 힘 이상의 토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첫 번째 예문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구촌의 모습이며, 두 번째 예문

은 세계화에 대한 장 보드리야르의 철학적 성찰이다. 위 예문을 읽고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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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에 제시된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20점)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진실한 사람이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원숭이 왕국에 도착했다. 원숭이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보고 자기 앞으로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이 우두머리 앞에 끌려와보니 그

나라의 원숭이들이 모두 근사하게 차려입고 그 곳에 모여 있었다. 원숭이의 우두머리는 예전에 로마에

서 본 황제처럼 멋들어진 옥좌에 앉아 있었다.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나와 내 신하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거짓말 잘하는 남자가 먼저 말했다.

“전하는 위대한 황제 같습니다. 그리고 전하 곁에 서 있는 신하들은 기사들과 장군들 같습니다.”

사기꾼의 말에 우쭐해진 원숭이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본 진실한 사

람이 생각했다.

‘매사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큰 상을 내렸으니, 진실을 말하는 내게는 얼마나

큰 상을 내릴까?’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원숭이의 우두머리가 물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신하들은?”

진실을 사랑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과 여기에 있는 당신 신하들은 원숭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원숭이의 우두머리는 노발대발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끌어내 당장 물어뜯어 죽이라

고 명령했다.

<문제> 위의 예문은 이솝 우화이다. 이 우화에서 나타나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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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문제 1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 세계의 모든 지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컨대 주식시장이 미국, 유

럽의 영향을 받는다.

- 국가간, 지역간의 경제적 협약이(예컨대 FTA) 체결되고 있다.

-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 한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기 어려워 졌고 다문화 현상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인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지역간, 국가간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 선진국과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되어 후진국과 약소국의 경제적 종속이 우려된다.

-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전능한 세계적 기술구조에 의해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리의 이익은 무엇이며 손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국가간, 지역간 협약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 문제 2

거짓과 진실의 처세술

- 거짓을 수단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태도.

-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실적 불이익 초래.

우화의 교훈

- 처세술로서 거짓된 삶의 태도 또한 필요함.

- 진실만을 고집하는 우둔한 태도의 문제점 지적.

수험생의 가치관과 인생관 설명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처세술로서 그리고 선의의 거짓에 대한 필요성 설명.

- 현실적 이익보다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가치 부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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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중어중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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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채점기준

▶ (문제1) (30점)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논리적 비판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가)는 순자(荀子)가 주장하는 ‘성악설(性惡說)’ 사상이고, (나)는 맹자(孟子)가 주장

하는 ‘성선설(性善說)’ 사상이며, (다)는 고자(告子)가 주장하는 ‘성무선무불선설(性

無善無不善說)’ 사상이다.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견해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성악설’을 주장한다면 ‘성선설’

과 ‘성무선무불선설’에 대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비판이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성선설’에 대해서는 (1) 현대 사회에서 악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설

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2) 악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환경의

책임으로 떠맡기려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과 같은 것을 들어 비판할 수 있다. 또

한 ‘성무선무불선설’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이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기 주관적 판단이 너무 간과된다는 점 등을 비판할 수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 (문제2) (5점)

①本性 ②측은지심 ③수오지심 ④恭敬 ⑤智慧/知慧

<물음3>에

대한 답변

▶ (문제3) (15점)

‘제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어와 연계시켜 구체적인 사실을 논리적

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평소 자기 수행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는가?’

등을 묻는 질문이다.

제시어 ‘형설지공’은 중국《진서》에 나오는 말로 진(晉)나라 차윤(車胤)이 반딧

불을 모아 그 불빛으로 글을 읽고, 손강(孫康)이 가난하여 겨울밤에는 눈빛에 비

추어 글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수험자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들 중

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이때 제시어의 뜻과

연계시켜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에서는 심층질문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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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고고인류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라고 한다. 저마다 개성이 풍부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적 현실은

어떤가?

“한국인은 복제인간, 붕어빵 인생이다. 도시도 축제도 소비도 얼굴도 판박이다. 하루 일상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글은 최근 어느 종합일간지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소비생활, 미의식, 놀이문화, 주거문화,

교육, 일상생활 등 어느 지방에 가서 어느 구석을 들여다봐도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이다. 혹자

는 이를 병적 쏠림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

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왜 이리 되었을까? 학자들은 가치의 획일화, 경쟁력 지상주의, 지독한

중앙편중 등 다양한 원인을 꼽는다.

우리사회의 여러 측면에서(혹은 각자의 경험의 수준에서) 한국사회의 “복제, 판박이, 쏠림현

상” 등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그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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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답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문화의 다양성에 역행하는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표출

2.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하였거나. 메스컴을 통해 인지하게

된 쏠림현상, 따라하기, 무비판적 복제문화 등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시

3. 사례들의 부정적 측면을 평가

4. 원인 분석으로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원인들 이외에 학생

자신의 원인분석도 함께 제시

5. 극복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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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일어일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 제시문(가～바)은 일본 문헌을 번역한 것이거나 신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다.  이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일본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 박사가 1989년 질타한 ‘가마우지 경제’의 망령이 20년이 

지난 아직도 한국 산업계를 옥죄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역대 사상 최대인 327억달러

의 對日貿易赤字를 냈는데 이 중 부품소재 분야 적자는 209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1년(103억달러)

과 비교해 7년 만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輸出을 할수록 부품소재 수입이 늘어 진짜 果實은 일본에 

넘겨주는 구조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나) 존 V 로스(Ross) 駐日 美國大使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對美觀을 놓고, 상당히 明示的으로 비

판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韓・中・日 頂上會談에서 “일본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

존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계기가 됐다. 로스 大使는 13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

한 견해를 묻자 “두 나라의 관계는 제로섬(zero sum) 게임 같은 것이 아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駐日 美國大使가 일본 총리의 발언에 이렇게 ‘直說的인’ 비판을 한 것은 대단히 異

例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로스大使의 발언을 “일본이 外交의 基軸을 아시아 쪽으로 옮기는 형태로, 미

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 경찰청의 國政監査 資料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輕犯罪處罰法 違反으로 적발된 사례가 30만 7913건

이었다. 일본에도 輕犯罪犯이 있는데 적발 건수는 1만7851건이었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져 일본은 

14건, 우리는 일본의 4.4배인 622건이었다. <중략> 아무리 일본이 질서와 규칙, 남에 대한 배려 측면

에서 세계 최선진국이라고 해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통계다.

라) 김 여사와 미유키 여사는 두 정상이 회담하는 동안 서울 종로구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방문, 전통 떡과 

김치광 등 전시물을 둘러본 뒤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미유키 여사는 김 여사가 비닐

장갑을 끼라고 건네주자 “맨손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절인 배추 등을 먹으면서 한국말로 몇 차례 

“맛있어요”라고 했으며 김 여사가 절인 배추에 양념을 싸서 직접 자신의 입에 넣어주자 한국말로 “밥

도 주세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마) 日本語는 독특한 文章構造를 이루고, 固有의 文字가 있으며 다른 언어와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 系統的

으로는 韓國語, 알타이어 諸語와의 同系說이 有力한데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바)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에게는 일본인 엘리트로서의 自負와 西洋 文明 社會에 대한 劣等感, 身體的 劣

等感이라고 하는 相反되는 두 개의 감정이 있었다. 소세키(漱石)의 성격은 자주 문학 작품 속의 인물로 

投影되기도 한다. 늘 자신의 신체적인 弱點을 의식하는 소세키(漱石)는 자신과 같은 弱點을 지닌 사람

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는 심리를 『나는 고양이로소이다』(『わが輩は猫である』)에서 솔직히 표현한 

적도 있다.  1916년에 사망한 소세키(漱石)의 작품이 오늘날까지 소위 純文學의 範疇를 넘어 讀者에게 

읽혀지는 근본적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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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문제2>

 최근 일본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민주당 정권이 새롭게 출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

紀夫) 일본 총리는 “일본의 새 정부는 똑바로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정권”이라 한 바 있고 일본 

총리 부부는 한류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

리는 ‘양국에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증가했으며 일본의 극우단체가 

대마도 관광에 나선 한국인들을 비방하며 시위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한일관계의 개선에는 아

직도 많은 난제들도 존재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주의) 주제어를 반드시 활용하고 밑줄로 표시할 것.

 <문제1> 정치・경제적 측면(15점)

      주제어: 기초 과학, 부품 소재, 산업 구조, 동아시아

 <문제2> 사회・문화적 측면(15점)

주제어: 질서, 배려, 존중, 다문화(多文化) 

                        *              *                *

<문제3> 제시문 마)에서 韓國語와 日本語의 同系說이 有力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

가? 그리고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作家 나츠메 소세키(夏目　漱石)는 누구인가?

　 아는 바를 기술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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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한일 양국의 정상은 ‘양국에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향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문제, ‘가마우지 경제’로 대표되는

한・일간의 경제구조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동아시아 중시와 과거사 직시, 기초 과학의 발달과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 등 다각적인 면에서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한・일간의 화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단체들의 시위

등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범죄의 발생과 일본

총리 부인의 김치 담그기 등과 관련시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자기들과 다른 문

화(또는 민족)를 배려, 존중하는 사회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 국내

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의 관련성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일어일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에 관한 평소의

관심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어순이 비슷하다는 점, 명사에 조사가 결합하

는 등 문법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등 양국의 언어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

며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나 작품을 평소에 접해 본 적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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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한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다음 글을 읽으시오.(25점)

선비가 어느 時代부터 어떠한 經路를 거쳐서 儒學을 業으로 하는 知識階層으로 成長하였는지

이를 糾明하기란 容易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高麗 以前의 歷史 記錄이 貧弱하다는 것과, 또 傳來

되는 事實들이 모두 漢字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선비’를 뜻한 것인지 確實한 判斷을 하기 어

렵다는 데서 오는 限界性 때문이다. 우리가 朝鮮時代 선비를 ‘士’나 ‘儒’와 같은 漢字語로 表記하였

듯이, 以前에 있어서도 선비를 같은 漢字語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글자를 使用하였는지 그

에 對한 明確한 解答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비가 儒敎의 根本精神을 離脫해서 理解할 수

없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古來로 儒敎와는 不可分의 相關關係에 있음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므로 漢字의 傳來나 儒敎의 受容過程은 선비의 成立과 密接한 聯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학교 교육에서 교과의 목표는 그 교과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

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한문 교과의 목표에 대하여 서술하시

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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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선비가 어느 시대부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유학을 업으로 하는 지식계층으로 성장하

였는지 이를 규명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고려 이전의 역사 기록이 빈약하다

는 것과, 또 전래되는 사실들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선비’를 뜻한 것인

지 확실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한계성 때문이다.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를

‘사’나 ‘유’와 같은 한자어로 표기하였듯이, 이전에 있어서도 선비를 같은 한자어로 사용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비가 유교의 근본정신을 이탈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래로

유교와는 불가분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전래나

유교의 수용과정은 선비의 성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한자, 한자어 한문을 익혀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읽고 쓰며,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고, 한문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니고,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

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다.

둘째, 한자어를 바르게 읽고 쓰며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셋째,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넷째,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다섯째,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

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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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노어노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남에게 펜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방식 (A) 와

(B)가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대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두 표현방식 (A)와 (B)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라. (25점)

<A> 1. How about letting me use your pen?

2. Hey, buddy, I’d appreciate if you let me use your pen.

3. Hi, How’s it going? Okay if I sit here? We must be interested in the same stuff.

You take a lot of notes too, huh? Say, do me a big favor and let me use one of

your pens.

<B> 1. Could you lend me a pen?

2. I’m sorry to bother you, but can I ask you for a pen or something?

3. I know you’re busy, but might I ask you if you happen to have an extra pen

that I could, you know-eh-maybe borrow?

2.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의 손으로 기록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오히려 “역사가들이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피상적이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다”라고 쓰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

가 되는 것이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다루고 있는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이다.

소설이 역사적 사실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톨스토이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가? ‘소설 쓰고 있다’라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은 있지 않은 일을 이

야기 하는 허구(fiction)이다. 작가적 상상력의 산물이자 허구인 소설이나 영화 등의 예술작품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본인이 읽

은 소설이나 감상한 영화, 또는 드라마의 예를 들어도 좋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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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A)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특히 밑줄친 부분

은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장치로서, 이른바 <적극적 공손성>

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탁받는 내용을 받아들일때

심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가볍게 수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장치라

할 수 있다. 반면에 (B)의 경우는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른바 <소

극적 공손성>이 표현된 경우로서, 부탁받은 내용을 상대방이 거절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장치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사람에

게 부탁하더라도, 펜을 빌리고자 하는 의도를 달성하고자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

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A)를 사용할 수도, (B)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따름이지만, 예술가는 그 사실에 자신의 상상

력을 덧붙여 사건을 체험한 인간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해낸다. 역사가들이 묘사

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톨스토이의 말은, 기록된 역사는 자주 승자의 관

점에서(또는 패자의 관점에서라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관

점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으로

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려 노력하더라도 단순히 어떠한 사

실을 기록할 뿐으로, ‘피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 등의 예술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겪어내는 인간들의 내적 외적 체험을 온전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나 관객이 이

를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작가나 감독이 톨스토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충분한 역량을 지

녔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각 나라마다 다른 시각으로 기술된 2차 대전에 대한 역사적 기록

보다는(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예를 보라) 오히려 쉰들러 리스트 나 피아니스

트 , 인생은 아름다워 와 같은 영화가 더 생생하게 전쟁의 비극을 보여준다. 한

국전쟁에 대해서도 역시 태백산맥 과 같은 소설이나 태극기 휘날리며 와 같은

영화가 독자와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보다 풍부하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톨스토이의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표현은 역사적 사건을 겪어

내는 인간들의 삶을 소설이(예술작품이) 충분히 핍진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

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독자나 관객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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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정치외교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 다음의 제시문은 ‘민주적 권리’와 ‘법적 제한’ 사이의 긴장과 균형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법치’,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구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배세력(지배자, 지배계층)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권력의 행사를 용이하도

록 하기 위한 ‘법에 의한 지배’는 언제든지 지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지배’와 달리, ‘법치’는 지배세력 스스로 법에 의해 구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 민주정의 법치 모델은 데모스라는 지배세력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데모

스라는 지배세력의 ‘법의 지배’, 즉 ‘법치’였다는 점에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만을 강조할 때,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대로 정체의 종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의 지배’만을 강조하게 될 때, 그 정체는 전체주

의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바이마르 공화국은 ‘법치’의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

하고 결과적으로 히틀러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법의 지배’만을 강조한 결과로 잉태된 전체주의

정권은 곧바로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전환시켜 ‘법치’의 원칙은 무시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절실한 이유를 발견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한 원칙

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두 원칙 모두를 상실할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 출처: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2007, 인간사랑)

문제-1) 입장이 상이한 두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20점)

나.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대의제

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시위도 장소 이동적인 집회로서 보장된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이 정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옥내집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주간 옥외집회나 시위도 신

고만 하면 널리 허용된다. 하지만 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

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

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제10조). 이 경우에도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

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5조). 하지만 오늘의 촛불집회가 집

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문화행사라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마녀사냥식 범법자로 몰고 가서

도 안 되겠지만 적법성 여부는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 출처: “촛불집회도 적법절차를 따라야”(『동아일보』 2008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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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1조 언론·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촛불의 길 그 자체였다. 말과 광장이 우리들의 무기였다.

새로운 소통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시민적 주체들이 형성되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들은 현행 집시법으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몸으로 알고 있다. 집시법이 실질적으

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 촛불이

누그러져 가는 요즘, 이제 “거리질서에서 헌법질서로 돌아올 때”라며, 법치 회복을 요청하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촛불의 길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질서였기 때문이다. ‘불의의 법’에 저항

하는 시민 불복종도 그 헌법질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촛불 이후를 벼르는 목소리들

이 높다. 촛불과 헌법의 만남으로 열어놓은 자유의 공간을 ‘법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축소하려는 시

도들이 눈에 들어온다. 광장을 치워 버리자고 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

하려 하며, 인터넷상의 소통에 장벽을 세우려고도 한다.

※ 출처: “촛불과 헌법”(『한겨레신문』 2008년 6월 25일)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서 제기된 주장을 각각 설명하시오.(25점)

문제 2) 제시문(가, 나, 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상황을 ‘민주주의와 법의 바람

직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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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민주주의와 법 사이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양자 사이의 조화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양자 사이 갈등의 현실적 사례에 대한 이해 능력

․ 양자 사이 갈등의 현실적 사례에 대한 평가 능력

<물음2>에

대한 답변

․ 민주주의와 법의 갈등과 관련한 한국적 상황의 인지 정도

․ 현대 정치에서 양자의 고유한 기능에 대한 인식 정도

․ 한국 사회에서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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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회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아래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비슷한 환경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집단의 사람들 간에도 체질에 따라 160cm인 남성, 180cm인 여성이

있듯 개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타고 난다. 만일 7시간은 자야 하는 보통 사람이 체질을 무시한 채 “나폴레

옹은 3~4시간 자면서 일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따라하다간 성공은커녕 문제점 많은 실패자가 될 위

험성이 높다.

(나) 성적 특질이라는 것에 타고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여자 아이들은 인형, 남자

아이들은 탱크, 여자 아이들은 분홍색, 남자 아이들은 파랑색... 이런 식으로 길러지는 부분이 ‘여성성’, ‘남

성성’ 형성에 있어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인류의 유전자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각 인종에 대한 편견이 커지거나 굳어질 위험이 커

지고 있다. 유전물질인 DNA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인종 간 차이점이 과학적으로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

는 것이다. ... 과학자들은 이 같은 발견을 토대로 흑인들에게 잘 듣는 심장병 약을 만들기도 하고, 유대인

만의 유전병을 검사하기도 한다. 인종별 특성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인종 간 유전적 차

이점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은 긴장하고 있다. 유전적 차이를 인종차별의 이념적 토대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다시에 부인처럼 머릿속에 그리스어가 가득하거나 샤틀레 후작 부인처럼 복잡한 수식을 토론하는 데

열중하는 여성은 수염을 기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심오한 지식을 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 여성이 교육받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과학에

는 ‘남성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이 말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다.

위의 지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1. ‘개인적, 성(性)적 내지 인종적 특질’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에 속하는 예를 각각 한 가지 이상

더 사용해 본인의 생각을 설명해 해보십시오. (30점)

2. 1번에서 답한 입장에 근거해 지문(다)와 (라)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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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제시문 (가)는 (개인적, 성(性)적, 인종적...) ‘특질/특성’의 생물학적, 선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제시문 (나)는 사회적, 후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1) (가)와 (나)의 서로 다른 입장을‘이해’해야 함 .

2) 추가적 예를 가지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물음2>에

대한 답변

<모범답안>

역사 논쟁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출판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역사 논쟁이 국가간에서가

아니라 국가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논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주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는 교과서의 주관성과 객관성, 다양성과 편향성,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 국가의 교과서 개입(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율성, 공동 교과

서 발행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검인정 교과서의 우

수한 점을 위의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시문의 범

위 밖이다). 답안은 대체로 제시문의 찬반 입장 가운데서 자신은 어떤 입장에 있

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식으로 발표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입장이 더 평가

를 잘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를 사실과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어서 전개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는 두 주장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논쟁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의 예시나 논점

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훌륭한 답으로 평가한다.

<착안사항>

- 양자의 대립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 논쟁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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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지리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79년 스튜어트 맥아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남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위쪽에 위치하도

록 지도를 그렸습니다. 소위 지금까지 제작된 지도들을 거꾸로 그린 것입니다. 자오선을 그리니

치 천문대가 아닌 호주의 캔버라를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유럽은 오른쪽 하단 구석에 미국은 왼

쪽 하단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스튜어트 맥아더가 그린 지도가 과연 거꾸로 된 것인가

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위쪽이라고 생각해 온 북쪽이 과연 위쪽인가라는 문제

입니다. 우주 공간에 공처럼 굴러다니는 지구가 아래 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북쪽을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그려온 것은 일종의 문화적 심리적 영역을 지도로 표현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문화적 거울’, ‘문화적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매일신문, 2009.103.07.)

(나) 최근 세계 22개 지역의 지리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5개 지역

의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륙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지도에는 제작자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

니다. 흥미로운 것은 참여한 22개 지역의 모든 학생이 유럽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는 점이고,

20개 지역의 학생이 아프리카를 작게 그렸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도는 땅의 모양이 아니라 ‘권력

을 투영’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출처: 매일신문, 2009.10.07.)

(e) 지도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쉬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릴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

른다. 복잡한 3차원의 세계를 평평한 종이 위나 영상화면에 나타내려는 지도는 실제를 왜곡시키

지 않을 수 없다. 즉 축척모형으로서 지도는 기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기호는 거의 대부분이

나타내려는 사물에 비해 비율적으로 상당히 크거나 폭이 넓게 마련이다. 또한 지도를 아주 자세

하게 나타내려다 중요한 정보들이 감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에 대해 선택적이고 불완전

한 형상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도는 다음과 같은 지도학적 독설로부터 벗어날 수 없

다. 즉 정확한 지도는 진실되고 쓸모 있는 그림을 보여 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필수적이다.

(출처: 지도와 거짓말, 1998)

<물음 1> 위의 제시문 (가)와(나)를 이용하여 지도제작자의 세계관이나 국가의 가치관이

어떻게 지도에 투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2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40점)

<물음 2> 위의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지도에 나타나는 허구 또는 과장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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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지도제작자의 세계관이나 국가의 가치관이 지도에 투영된 메르카토르 도법

(유럽중심주의), 천하도(도교적 세계관과 중화사상),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중화사상), 유럽 중세의 T-O지도(중세 기도교관) 등의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메르카토르 도법의 면적왜곡, 개발 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도에서의

생략과 과장, 광고지도의 세속적인 기호 사용, 통계 지도상의 오류와 기만 등

지도에 나타난 허구 또는 과장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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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문헌정보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64년 Arthur Samuel은 “전통적의미의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Paper Libraries'(종이로 만

들어진 책 혹은 잡지들의 보관 장소로서의 도서관, 이용자는 직접 도서관 방문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에 접근 혹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1984년까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

했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혹은 전자도서관)에 대한 예견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디지털도서관이란 디지털 형태의 정보자료를 선정, 수집, 정리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쉽게 그러한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상에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자료와 그

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Samuel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어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1984년을 지나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

면, 그의 예견은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물음 1> Samuel의 예견이 오늘날의 도서관에 실현된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

지털도서관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25점)

<물음 2> Samuel의 예견은 왜 오늘날 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

이 낮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보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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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제시문에는 과거 전통적 개념의 도서관과 지금 현재 다 방면에서 구축 중인

디지털 혹은 전자도서관에 관한 기본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

털 도서관 서비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정도.

<물음2>에

대한 답변

제시문에 소개된 학자의 주장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제시하거나 기타 가능한 답변에 대한 논리적 설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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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심리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에 대한 과학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과 신념, 사고과정과

행동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중시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꿈이 복권의 당첨을 예

언한다는 아래의 기사를 보고 아래의 문항에 답하시오

로또 1등 당첨자들 "조상꿈이 최고"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중 44%가 복권 당첨과 관련한 꿈을 꿨고, 그 중에서 조상

꿈을 꾼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이 2009년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지급한 250명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복권구입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당첨자 250명중 44%인 111명이 복권 당첨과 연관이 있는 꿈을 꿨고, 그 꿈 중에서는

돌아가신 부모 등 조상과 관련이 있는 꿈이 19.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돈`의 대명사인 돼지를 포함한 동물 꿈이 17.1%로 뒤를 이었고, 금이나 돈 등

재물 꿈(9%), `인분` 꿈(8.1%), `숫자` 꿈(7.2%) 등도 많았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는 등의 대통령 꿈(6.3%)과 복권에 당첨되는 꿈(4.5%)도 있었다.

한편 로또 복권은 2002년에 시작되어 현재 355회차까지 시행되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에서 발췌후 일부 수정)

1) 위의 기사에서는 꿈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에 250명의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로 ‘조상꿈이 최고’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한

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25점)

2) 꿈이라는 현상이 심리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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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위의 문항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지문

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절차를 파악해내

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일반적 믿음, 상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이를 분석하여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심리학

도로서의 기본소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밝혀내며, 이를 논리적

으로 기술하고 설득하는 사고력과 언어적 능력이 주요 평가 범위가 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심리학은 과학이며, 과학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 반복적 연구, 경험적 데

이터의 사용, 결과공개를 통한 자기교정 등의 정신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심리학자들은 가능한 연구의 영역과 주제가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사람

들의 경험과 정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제여부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개인적 경험과 선입견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심리학의 주요한 특징이며, 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본 문항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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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회복지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영어능력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 대도시 빈민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이 학교성적이 낮고, 잦은 결석 등 학

교부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아래의 지문에 근거하여 설명하

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시오.

(가) 사회문제는 사회의 규범과 기준으로부터 일탈된 행동, 개인이 사회에 기능적이 되지 못한 상

태라고 본다. 그러므로 대부분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비일상적

환경, 즉, 사고, 질병, 개인적 성격결함 또는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나) 사회문제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서 사회체계의 통합과 발전에 역기

능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즉,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또는 비합법적

인 사회통제와 착취로 인해 사회문제가 유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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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국가와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의 이해 정도

․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관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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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신문방송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정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민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와 경제 체제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정치적 책임과 권리, 그리

고 시민에 의한 의사결정을 극대화 하는 대의정치의 형태이다. 시민 민주의의는 직접민주주의나

소규모 사회의 마을 회의와 같은 통치 형태가 아니다. 또한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이상을 시민

개개인의 무책임 탓으로 돌리면서 흔히 사용하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예방책이 딱히 있는 것

도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방관자로 남고 가끔씩만 전통적인 방식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길 것이다. 시민의 역할 확대는 시민과 조직 사이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들 사

이의 더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보장해줄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저널리즘 민주

주의에 독인가 약인가. 허버트 갠즈)

 1)제시문의 관점에서 인터넷이 시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터넷의 매체 속

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기존 뉴스 매체인 신문과 방송의 매체 속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25점)

2)인터넷 매체의 여론형성 과정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를 사례로 설명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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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제시문의 관점에 대한 이해여부: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므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인터넷 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여부:

인터넷 매체는 쌍방향성, 동시성, 정보의

저장성 등을 갖고 있다.

3) 인터넷 매체와 기존 뉴스 매체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여부:

기존 뉴스 매체는 일방향성이고 특정 직업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

능하고 쌍방향 토론이 가능하다.

4) 인터넷 매체의 속성과 시민 참여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사고여부:

쌍방향 매체이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음

<물음2>에

대한 답변

1) 인터넷 매체의 여론형성과정의 특징에 대한 이

해여부:

익명성,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감정과 의견의

표출, 집단동조 현상의 심화, 의견의 양극화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위의 특징들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전개될 가

능성에 대한 지적과 이러한 현상이 공론장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포함되어야 함.

3)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인터넷 여론형성과정의

특징을 위의 내용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텔레비전의 보도에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응

해 반대여론에 대한 고려가 없어 여론이 극단적

으로 형성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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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경제통상학부 전형유형 전 전형

다음의 (가)와 (나)에 나타난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 소비는 국민소득의 가장 큰 구성요소로서 소비심리 위축은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개별 가계의 경제생활에서는 저축이 미덕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오

히려 소비가 미덕인 셈이다.

(나)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는 공장설비, 기계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돈은

개인들이 금융기관에 저축해 놓은 것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저축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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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가)는 절약의 역설

(나)는 저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시문임.

따라서 (가)를 단기-경기변동과 연결 짓고 (나)를 장기-경제성장과 연결 지어 설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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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경영학부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타개방안을 말하시오.

The heart of conservative economics is the idea that rich people’s wealth eventually benefits

everybody. Rich people begin businesses, hire the poor, and pay them. Rich people spend

money on goods the poorer people manufacture. So the wealth at the top “trickles down.”

We’re supposed to see a diagram here of the shape of society as roughly like a diamond,

with most people in the middle class. And as the rich get richer, the top of the diagram

moves up, pulling lower ranks up.

But actually the bottom of society is not moving up. So as the top goes up, society just gets

longer and more unequal. That’s what’s hap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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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현상분석

- 빈익빈 부익부(양극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발전 혹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부산물

(2) 결과 또는 문제점 제시:

- 국민들 사이의 계층이 분화 및 심화

- 계층간 갈등 심화 및 사회불안 조성

- 불공정 분배심화

(기회균등, 교육기회상실 등)

(3) 해결방안

- 소득의 재분배

- 누진세 적용

- 무상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교육의 질도 향상노력

- 부의 세습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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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행정학부 전형유형 전 전형

1. 다음 지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The oldest formal use of mixed scanning is medical. It is the way doctors make decisions.

Physicians know what they want to achieve and which parts of the organism to focus

on. They do not commit all their resources on the basis of a preliminary diagnosis, and

they do not wait for every conceivable scrap of personal history and scientific data

before initiating treatment. Doctors survey the general health of a patient, then zero in

on his or her particular complaint. They initiate a tentative treatment, and, if it fails,

they try something else.

mixed scanning: 혼합(복합)검사

scrap: 조각, 단편, 일부, 부분

zero in on: 초점을 두다

2. 일반적으로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룬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한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벌써 10만

이 된다.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 총각들과 결혼한 경우

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수만 해도 벌써 5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따라

서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질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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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혼합검사의 가장 오래된 공식적 사용분야는 의료분야이다. 그것은 의사가 진

단하는 방식이다. (내과)의사들은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몸

(장기)의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하는 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예비 진단을 기반으

로, 모든 그들의 자원(수단)을 의존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병력

및 과학적 데이터를 초기 진료 전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전반적

인 건강을 살펴보고(검사하고) 환자의 특별한 불만사항에 초점을 둔다. 그들은

임시치료를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또 다른 것을 시도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 긍정적 측면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여

- 새로운 문화 유입으로 문화적 다양성 확대

□ 부정적 측명

- 문화적 충돌에 따른 갈등

- 단일민족이라는 정체감 상실

- 이주민의 할렘화 , 집단소외현상 등 사회불안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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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농업경제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제안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제안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를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란 농업생산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에 수반되어 생산자의 의식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에 대하여 좋은 영

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많은 국민이 무상으로 누리기 때문에 공익적(공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학적 정의는 외부경제효과에 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하여 다

원적 기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①다원적 기능의 대부분이 외부경제효과로서 그 가치가 가

격에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우며 또한 생산과 밀접 불가분한 기능으로 무역이 불가능하다는 점

②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농업 생산방법은 시장 메카니즘으로는 실현이 곤란한 점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음 1】위의 글을 토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무엇인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

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위의 글을 읽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유추하여 아래의

[예]와 같이 서술하시오. (30점)

[예] 식량안전보장 기능: 농업생산은 식량부족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기능을 한다. 즉, 식량안전보장을 시장 메카니즘에 완전히 맡기는 경우에

식량안전보장 기능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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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1】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제시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 문장으

로 간략히 요약․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다.

[답안 예시] 농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생산활동을 통하여 단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

※ 제시문에 나타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설명하는지

를 평가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국토의 보전, 수자원 함양, 공기정화,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경관 조성, 보건 및

휴양, 문화의 전승, 지역사회의 유지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 내

용을 유추해 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유추해 내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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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범대학 전학과 전형유형 공통 (인성․적성)

1. 흔히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타당한 주장

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엄격히 분석해보면 문제점을 가지는 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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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의견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근거 제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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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교육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물음 2】아래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에 비추어 학생이

경험한 중등교육의 실상을 비판해보세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

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

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며, 민족정신의 정수인 일면 크리스트교의 박애정신, 유교

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 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이념으로 채택되

었다.

【물음 3】 “지식 전달에 탁월한 교사”와 “인성 함양에 헌신적인 교사” 두 유형의 장

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이 두 유형이 통합된 유형이 이상적인 교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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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문의사항 교육학과 사무실

(053)950-5806

<물음3>에

대한 답변

문의사항 교육학과 사무실

(053)95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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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국어교육과 전형유형 전 전형

구분 한국어 영어

㉠

그들이

그들을

그가

they

them

he

㉡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니?

Tom is eating bread.

Tom ate bread.

Did Tom eat bread?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20점)

(가)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있어서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이들에 의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책을 읽었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조사 ‘가, 을’을 통하여

‘철수’가 주어이고 ‘책’이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미 ‘-었-’은 시제를

나타내며, 어미 ‘-다’는 문장이 평서문으로 종결됨을 나타낸다. 이렇게 국어에서는 조사

와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현상은 바로 국어의 첨가

어적 특질을 잘 보여 준다. 여기서 첨가어(添加語)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

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가리키는데, 교착어(膠着語)라고도 한다.

(나) 이와 같은 첨가어적 성격 때문에, 국어에서는 실질 형태소에 문법 형태소가 결합

된 언어 단위가 어절이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실질 형태소 하나에 둘 이상의 문

법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서술어에는 둘 이상의 문법 형태소들이 결

합하여 그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문법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먹이셨어요?’에는 어근인 ‘먹-’에 여러 개의 문법 형태소가 결합되어 제 각기 일

정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우리는 이 서술어가 속한 문장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와 표현 의도 및 이 문장의 발

화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물음 1-1】(가)와 (나)에 설명된 ‘국어의 첨가어적 특질’ 혹은 ‘첨가어적 성격’을 아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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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1-2】위 (나)의 ⓐ‘먹이셨어요?’를 넣어서 한 문장을 완성해 보고, 그 문장이 어

떤 담화 장면에서 발화되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 문장 :

㉡ 담화 장면 :

2. 다음 물음을 읽고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20점)

【물음 2-1】가장 감명 깊게 읽은 한국 현대문학 작품(1900년 이후)이 있다면 그 줄거

리를 간략히 요약하시오.(10행 내외)

【물음 2-2】위의 문학작품이 왜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작품의 내적, 외

적 접근을 통해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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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1-1】은 한국어의 첨가어적 특질을 영어 자료와 비교하여 파악하

라는 질문이다.

한국어는 하나의 형태가 단어 형성 및 문법 기능 실현을 담당하는 데 반

해 영어에서는 단어의 내부 구조가 변하고, 어순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

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 1-2】는 서술어에 들어 있는 문법 형태를 담화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하나는 질문이다.

서술어에 들어있는 접사, 선어말 어미, 종결어미, 보조사 등을 찾아내고

그들의 기능을 문장과 담화 상황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요소와 한국어의 특질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비교 요소 찾아 ㉠, ㉡을 비교하기

‣한국어의 특질을 설명하기

<물음2>에

대한 답변

【물음 3-1】은 한국현대문학 작품(1900년 이후) 중 감명 깊게 읽은 작품

에 대한 줄거리에 관해 묻는 질문이다. 한국현대문학 작품 중 정전이 될

만한 대표적 작품을 선택하여, 그것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 3-2】는 한국현대문학 작품(1900년 이후) 중 감명 깊게 읽은 작품

에 대한 감명의 이유와 그것에 접근방법에 관해 묻는 질문이다. 왜 이 작

품이 나에게 감명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를 작품의 내적, 외적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 현대문학 작품(1900년 이후) 중 감명 깊게 읽은 작품에 대한 감명의

이유를 내적, 외적 접근을 바탕으로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감명의 이유를 제시하기

‣감명의 이유를 내적, 외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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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영어교육과 전형유형 전 전형

2. Translate the following passage into Korean.(20 points)

  Electronic reading has become progressively easier as computer screens have improved and 
readers have grown accustomed to using them.  Reading on screen requires slightly more 
effort and thus is more tiring compared to paper, but the differences are small and probably 
matter only for difficult tasks. Paper retains substantial advantages for types of reading that 
require flipping back and forth between pages, such as articles with endnotes or figures.

  To a great extent, the computer’s usefulness for serious reading depends on the user’s 
strength of character. Distractions abound on most people’s computer screens. The reading 
speed reported in academic studies does not include delays induced by clicking away from 
the text to see the new email that just arrived or check out what’s new on your favorite 
blog. In one study, workers switched tasks about every three minutes and took over 23 
minutes on average to return to a task. Frequent task switching costs time and interferes with 
the concentration needed to think deeply about what you read.

3. Translate the following passage into English.(30 points)

Sternberg는 전통적인 지능에 대한 관념을 뒤흔들어놓았다. 그는 총명함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의 정의를 제안했다. 하나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다.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

고를 하며 통찰력 있게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나머지 하나는 맥락적 

능력으로 환경을 다루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Goleman은 EQ라고 불리는 감성적 지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지능의 전통적인 

정의가 편견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또 다른 노력이었다. 노여움, 두려움, 기쁨, 사랑, 
혐오, 수치 등과 같은 몇 가지 핵심 감정을 다루는 것은 정신적 또는 인지적인 과정을 

통제하는 원동력이 된다. Goleman은 감성적인 마음이 이성적인 마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성이 인간 능력 계층의 가장 상위 레벨에 있다고 간주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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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주어진 문장을 번역 할 수 있는가?

<물음3>에

대한 답변
주어진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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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유럽어교육학부 독어교육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2. 다음은 그림 동화 <개구리 왕자>의 첫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

으로 이야기를 완성하라.(플롯이 반드시 원전과 같을 필요는 없다.) (배점:20점)

옛날 옛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살고 있었

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딸은 유독 아름다워서 많

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해님조차도 막내 공주의 얼굴에 빛을 뿌릴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

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성 부근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었습

니다. 숲에는 오래된 보리수가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더울 때면 막

내 공주는 그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

면 가져간 황금 공을 공중에다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었습니다. 공주가 황금 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잡으려하는데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샘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샘 속으로 굴러

들어가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샘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습

니다. 공주는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곳에는 공주의

마음을 달래줄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공주가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였습

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공주님의 눈물은 돌까지도 녹이겠군

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고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샘 속에는 개구리 한 마리

가 그 두툼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술하라.(배점:20점)

2.1. 사랑이 의무일수 있는가?

2.2.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2.3. 폭력은 항상 부당한 것인가?

2.4. 지구의 주인은 인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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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동화의 백미는 단연 호기심과 상상력이다. 특히 그림 동화의 <개구리 왕자>에서

독자들은 풍부한 이야기의 소재와 해석의 여지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재적

인 측면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주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왕 사이

의 책임문제나 도의적인 자세 등에 대해 논의를 개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문

제에서는 흔히 <개구리 왕자>에서 회자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이

야기의 구성능력이나 그것을 전개해나가는 상상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이야기의 흥미로운 전개, 다채로운 언어표현과 창의적인 이야기 완결 능력 등에

평가의 우위를 둔다. 물론 동화라는 장르를 고려하여 동화에서 던져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는 변별력이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더욱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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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3>에

대한 답변

3.1.)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사랑의 유형에 따라 정의를 내

리되, 사랑을 의무로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너와 나 사이의 상호 의무

적 사랑,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기독교적 사랑 등에 대해 명확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

는 것이 않음으로 진정한 의무로 간주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에 의거한 사랑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

은 바람직한 의견이라 평가된다. 사랑은 흔히 자발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랑

은 필연적으로 갈등적이기 때문에 의무와 희생을 동반하지 않은 사랑은 반쪽일

수 있다. 응시자가 이런 사랑의 변증법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에 대

한 체험을 잘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2.)행복이란 타인이 규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과 객관적

현실이 서로 부합할 때 생기는 것이다. 고로 행복이 존재하려면 나는 무엇인가

를 바라야 하고 의식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스스로를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타인은 나의 내적인 행

복상태를 알 수가 없고, 나 자신 또한 타인의 그러한 규정에 동의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행

복이란 오직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중에서도 아기들은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가면 흥미로운 답안이다.

3.3.) 폭력은 부당한 것이지만 늘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좋은 답안이다. 가령 그러한 폭력을 합법적으로 통제해야 경우(법을

어기고 시위를 한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에는 폭

력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따라서

어떠한 극단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폭력의 남용이나 위법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우선적이라는 의견도 좋은 대안이 되겠다. 이와

같이 흔히 폭력은 나쁜 것으로 인식되지만 불의에 대항하는 공권력이나 개인의

정당방위 등은 같은 폭력이나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응시자가 이런 폭

력의 이중성을

변증법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며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4.) 지구의 주인은 인간인가라는 물음은 인간이 자연과학의 발달을 일구어나가

면서 얻어진 인간의 자만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는 입장과 지구의 온난화 현

상, 그에 따른 기후 환경변화,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

면의 지구의 파괴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

종 바이러스 균의 출현 등에 대한 입장을 실례로 제시하는 것과 이러한 입장들

을 지구의 지배나 이용 측면이 아닌 다양한 지구의 보존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문항에서 응시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는 인간의 삶을 위하

여 인간이 마음대로 지구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과 동식물들, 심지어 무생

물인 빙하 같은 것도 유기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응시자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또한 그 의식

을 잘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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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의 경우와 구별

되어야 한다. 즉,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주체가 되어 학습자에게 단

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은 보다 다

양해지고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주체가 되

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의 의사소통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오류를 수정해 주는 모니터의 역

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면서 활동 도중에 학생들

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물음) 밑줄 친 부분이 실제 프랑스어 교실에서 실현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

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오늘날은 문화의 시대이며, 그 문화의 보고는 박물관이다. 그런데 이 박물관, 특히 국립박물관의

무료 관람에 대해 프랑스 인과 한국인이 접근하는 방식은, 문화 인식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

는 것 같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 5월에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립박물관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출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8월에 문화부장관에게 지침을 내렸으며 10

월에 ‘무료입장’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문화계 내부의 거센 반발로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파리와 지방의 10개 국립박물관과 4개 역사기념물에 대해 무료 관람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에 취임한 뒤, 그의 선거공약에 따라 4

월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 관람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책에

따라 별 반대 과정 없이 5월 1일부터 14개의 국립박물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하

게 되었다.

물음) 위 글을 읽고 판단해 볼 때 문화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프랑스 인과 한국인이 문화를

인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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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2. 설명 위주의 수업 방식을 지양한다.

   짧은 대화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의사소통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사용한다.

   사소한 오류의 즉각적인 교정은 자제한다.

   학생 개인 간, 또는 모둠 간의 경쟁을 자극한다. 등.

<물음3>에

대한 답변

3. 문화의 개념, 문화의 인식 방법을 제대로 밝힌다.

   문화 정책 수행의 신속성과 신중성의 문제에 대해 밝힌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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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회교육학부 역사교육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여 장래 훌륭한 역사교사로서 활동하기를 꿈꾸고 있는 김○○군

은 고교 3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지역을 답사할 계획을 세웠다. 김

○○군은 이번 답사를 통해 삼국 가운데서 한반도 동남부에 편재(偏在)한 경주분지를 근거로

가장 늦게 성장한 신라가, 결국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싶다. 그리하여 답사를 통해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혹은 기념물을 깊이있게 조사하려고 한다.

2. 다음 <보기>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20점)

【보기】

<문제>

만약 응시자가 김○○군과 함께 경주지역을 답사하게 된다면, (가) 자신이 생각하는 신라

가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답사해야

할 유적이나 유물 혹은 기념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봉건체제를 변화시

키려한 개혁론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외통상 거부정책으로

인해 근대화를 막은 장본인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평

가가 내려질 수 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응시자의 평가를 그 구체적 논거와 함께 설명해

보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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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물음 2】은 경주지역을 답사하게 된다면, (가) 자신이 생각하는 신라가 삼국

을 통일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답사해

야 할 유적이나 유물 혹은 기념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질문이다.

(가)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원동력은 매우 다양하게 파악되며, 대략 다

음과 같은 요인을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 ①세련된 제

도의 정비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 국론 통일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

도, 군사제도, 주민 동원 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②통일에 대한 신라인의

정신적 자세로서 황룡사 9층탑의 연기설화, 불교의 호국적 성격, 화랑도를 통한

청소년 교육,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단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③유능한 지

도자의 존재로서 무열왕과 문무왕, 김유신 등의 장군, 화랑도 출신의 활동 등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적 요인으로 ①백제와 고구려의 약화로서 지배층의 분열과 대

립, 주민의 이탈 등을 지적할 수 있고, ②동북아시아 세계에서의 외교적 승리로

서 나당동맹, 김춘추의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상의 사실과 관

련된 경주의 유적이나 유물을 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능한 지도자의

존재를 원동력이라고 보면,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통일전 등등의 유적이나 기

념물을 들어볼 수 있다.

<물음3>에

대한 답변

【물음 3】는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다.

한 사람의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의 역사적 인식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인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선대원군

에 대한 평가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내적 통치제제의 재정비 노력으로서 세도정치가의 축출, 고른 인재의

등용, 대전회통 편찬, 통치체제의 재정비, 삼정의 개혁, 호포제실시, 사창제 실

시, 서원 정리, 경복궁 중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원납전으로 인한 원성과 당

백전으로 인한 경제 혼란도 있었다.

둘째, 대외적 통상 수교 정책에 있어서는 천주교 탄압, 제너럴셔먼호 사건, 오

페르트 도굴사건,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 요구 거부로 인한 두 차례의 양요, 척

화비 건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필두로 하여 개항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 능

력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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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의 1975년과 2005년 성별․연령별 인구정보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 대한 인구피라미드를 작성하고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답하시오. 

 (1975년 성별․연령별 인구) (2005년 성별․연령별 인구)

　 남자 (명) 여자 (명)

합계 4,522 4,285

0~4세 486 453

5~9세 622 576

10~14세 757 663

15~19세 477 391

20~24세 409 258

25~29세 189 134

30~34세 193 223

35~39세 277 277

40~44세 240 267

45~49세 194 237

50~54세 175 198

55~59세 158 183

60~64세 145 163

65~69세 113 114

70~74세 46 76

75세이상 41 72

  

　 남자 (명) 여자 (명)

합계 1,727 1,771

0~4세 49 47

5~9세 71 66

10~14세 84 86

15~19세 88 62

20~24세 129 60

25~29세 108 59

30~34세 74 47

35~39세 88 78

40~44세 107 97

45~49세 137 130

50~54세 136 158

55~59세 124 100

60~64세 120 158

65~69세 156 209

70~74세 137 185

75세이상 119 229

2.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시기에 대한 인구피라미드를 완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두 시기 사

이의 인구구조 변화를 기술하시오.(20점)

3. 위와 같은 인구변화가 나타난 원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로 이 지역이 당면할 수 있는 문

제는 무엇인지 논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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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인구피라미드

75이상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2005년 인구피라미드

75이상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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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 절대인구감소

◇ 유소년층 인구 감소

◇ 생산연령층 인구 감소

◇ 노년층 인구 증가

◇ 노년층 여초현상

<물음3>에

대한 답변

◇ 이촌향도

◇ 과소화에 의한 중심기능의 악화

◇ 노동력부족문제

◇ 노인의료복지문제

◇ 학령연령감소에 의한 학교 폐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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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교육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문제 2. 아래 제시된 글(대한민국 헌법 일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하 생략)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하 생

략)

물음. 위 글에 있어서 밑줄 친 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문제 3. 이번 달 초, 모 일간지는 모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보한 전국 고교별

수능 성적 원자료를 넘겨받아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순위를 1위부터

100위 까지 공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물음. 만일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 당신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어떠한 입

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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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이 말은 다음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

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기

본적 인권을 다양하게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헌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열거

되고 있지 않지만 경시되지 않아야 할 권리로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는 생명권․신체의 훼손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결정권․일반적행동자유

권․일조권․휴식권․수면권․소비자기본권 등을 들 수 있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수능성적의 고교별 순위 공개를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논리로는 학

교 간 경쟁을 부추켜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등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학교 간 경쟁을 부추킴으로써 정상적인 공교육의 파행, 사교육의 과열화,

빈부격차해소의 저해 등의 예를 들어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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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윤리교육과 전형유형 전 전형

큰 범죄를 저지른 철수는 도피 도중에 뇌진탕을 당하여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과거

의 기억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 경찰에 붙잡힌 철수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

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철수는 이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

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 대도(大道)가 통행하는 시대는 천하(天下)가 모든 백성들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다.(“天下爲

公”) (그 시대는)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발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부여하며, 신의

(信義)와 화목(和睦)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으로 하여금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며, 장년은 일할 여건

이 보장되고, 어린이는 잘 길러주는 사람이 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와 홀아비를 돌보고, 병

든 자도 모두 부양 받는다.

남자는 모두 자신이 맡은 직무가 있고 여자는 각기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다. 물질적 재화가 땅에

버려져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자신의 집에 (사적으로) 간직해

두고자 하지 않는다. 자신의 노동력이 자기로부터 발휘되어 나오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탐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려는)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둑질

이나 약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바깥문을 닫아 둘 필요가 없다. 이

것을 대동(大同)사회라고 한다.

㉯ 오늘날 대도(大道)는 이미 사라지고, 천하는 일개 가족(家族)의 사유물이 되었다.(“天下爲家”)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노동을

자신의 전유물(專有物)로 여기며, 지도자(大人)가 그 지위를 세습하는 것을 예법(禮法)에 부합한다

고 여긴다.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곽(城郭)이나 해자(垓字)로 견고한 요새를 만들

고, 예의(禮義)로써 기강을 삼는다. 예로써 군신관계를 바로 잡고, 부자관계를 돈독히 하며, 형제관

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화합시킨다. 예를 이용하여 제도를 설립하고 전리(田里)를 세우

며, 용맹하고 지혜로운 자를 존중하며,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업(功業)을 이룬다. 그러

므로 음모가 생기고 병란이 발생한다.

우(禹)․탕(湯)․문(文)․무(武)․성왕(成王)․주공(周公)은 이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다. 이 여섯 군

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예(禮)를 따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로서 도의(道義)를 밝히고 성신(誠信)을

입증하며, 과실도 분명하게 밝히고, 인애(仁愛)을 본받으며, 겸양하는 것을 강구하여, 백성들에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상칙(常則)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직위에서 제거되고 백성들은 이것을 재앙이라 여겼다. 이것을 소강

(小康)사회라고 한다.

2.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20점)

[문제] 철수를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해서는 안 되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3. 다음은 『예기(禮記)』「예운(禮運)」편의 ㉮‘대동(大同)’사회와 ㉯‘소강(小康)’사회에 대한 기술이다.

아래에 주어진 ㉮와 ㉯의 지문을 읽고, 그 속에 나타난 두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 밝히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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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문제 2>는 인간의 정체성 및 처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철수가 뇌진탕을 당하여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면 철수는 과연 자

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

였다고 보아야 하는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신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철수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며, 반면에 정신(의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철수의 정체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정체성이 그

대로 유지된다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수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정체성이

상실된다면 더 이상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는 처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한다면 철수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반면

에 처벌의 목적이 자기반성에 있다면 기억을 상실한 철수를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음3>에

대한 답변

<문제 3>은 대동 사회와 소강 사회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다.

차이점으로 ①기본원칙으로 대동 사회가 천하가 모든 백성들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됨을 두는데 비해 소강 사회는 천하가 하나의 가문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됨

두는것, ②정치적 관점에서 대동 사회가 자율적 공동체 조직으로 능력위주의 관

리선발제도를 시행하는데 비해 소강 사회는 종법제도에 의한 예치주의를 바탕으

로 신분과 지위가 세습된다는 것, ③경제적 관점에서 대동 사회가 노동과 재화

의 공동소유를 추구함에 비해 소강 사회는 노동과 재화의 개인사유를 추구한다

는 것, ④윤리적 관점에서 대동 사회가 호혜평등적 윤리관계인데 비해 소강 사

회는 종법적 예법에 의거한 차별적 윤리관계를 인정한다는 것, ⑤기타 대동 사

회와 소강 사회는 둘 다 유가의 이상사회라고는 하지만 기타 제자사상의 영향

하에 성립된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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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인문사회자율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1. 예시문 1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관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을 우리 사회와 관련 시켜 설명 하시오.

2. 보다 건강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과 입장을 설명 하시오.

A.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규명함에 있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다. 즉 주로 유교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문화․전통이 외환위기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논쟁이다. 유교자본주의 논쟁은 흔히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관련된다. 베버는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 부(富)의 축적이

주로 개신교도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연구하면서 개신교의 직업소명의식, 절약정신, 엄격한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동양 사회

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는가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서양 사회의 개신교와 대응

하는 것이 동양 사회의 유교임을 지적했고 유교 윤리에는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하기보다는

저해하는 요소가 더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들어 대만, 홍콩, 싱가폴, 한국이

2차대전과 내전의 참화를 딛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하자 관점

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70년대 들어 2차례에 걸친 오일파동으로 서구 선진국 경제는 지속적

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지만 동아시아만은 예외였다. 서구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이 불가사

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막스 베버와 같이 유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교의 부

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a)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견해는 1997년까지

계속되다가 동아시아가 외환위기를 맞자 돌변했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유교문화의 부정

적 요소들(b)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외환

위기를 맞은 나라들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별로 없는 듯하였

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결과론에 가까웠다. 동아시아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

는다면 또다시 유교자본주의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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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유럽(서양)이 가지고 있는 오리엔탈리즘(동양에 대한 인식)은 유럽(서양)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유럽인이 가지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은 동양의 실제 현실에 대해 관

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상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

- 유럽(서양)이 동양에 대해 잘못된 허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도 외국에 대

해 허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 서양의 백인들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쉽게 표시하면서도, 서양의 흑인에 대해

서는 경원시 하는 이중적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 경멸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 역시 잘못된 허상 때문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 사고에서 변화를 바라보면 다름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

지게 되지만, 타인에 대한 열린 사고로 바라보면 오히려 흥미로움을 가지게

된다.

- 상호 몰이해의 원인은 폐쇄적 사고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

- 다양성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소통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 다양성이 소통의 매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동등한 가치 부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

-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 --> 자신의 객관화를 통해 개방

적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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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레저스포츠학과 전형유형 체육특기자전형

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체격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학교체육과 관

련된 것 역시 중요한 관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

고 있는 학교체육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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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장점

체력증진

흥미유발을 위한 환경 조성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

다양한 실기종목의 경험 등

단점

구기 위주의 수업진행

수업시간의 부족

시설부족

오전 수업편성으로 인한 이후 이론수업 진행시 집중력 저하 등

해결책

수업시수 확대

오후 시간 편성

학교체육시설 확충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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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보건복지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지문을 읽고 두 문제에 답하시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백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해외유학생 등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와 비중은 앞으로 계속

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다원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 1> 이와 같은 다원화, 다문화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중 결혼이주자 가

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시오(25점).

<문제 2>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주류사회학적 관점으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있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위에서 기술한 다원화,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

다. 이 중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결혼이주자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술하

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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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착안사항>

결혼이주자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의 예:

1)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충돌

2)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3) 결혼 이주자 여성의 경제적 문제

4) 결혼 갈등으로 인한 이혼문제

5) 가정폭력, 음주 등

<채점기준>

A(25점): 결혼 이주자 가정의 문제를 세 가지 이상 작성

B(20점): 결혼 이주자 가정의 문제를 두 가지 이하 작성

C(10점): 답변을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완전힌 벗어나는 답안을 작성한

경우

<물음2>에

대한 답변

<착안사항>

기능론에서 말하는 사회문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기능적 결

함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체계 일부의 기능인 사회화 기능과 사회통제 기능의 실

패 때문이라고 본다.

갈등론에서 말하는 사회문제: 사회는 본질적으로 대립과 갈등적인 요소를 내재

하고 있다고 보며 사회는 사회문제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문제는 서로 다른 계층 또는 계급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인해 일어나며 주

로 약한 입장에 처한 계층이 희소자원을 소유할 수 없는데서 발생한다.

<채점기준>

A(25점): 두 가지 주류관점 모두 제대로 설명하였다.

B(20점): 한 가지 관점만 제대로 설명하였다.

C(10점): 답변을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완전힌 벗어나는 답안을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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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글로벌인재학부 전형유형 KNU글로벌 I

※ 아래는 일간신문의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The Korean War left an estimated 10 million people in divided families in the two

halves of Korea. Separated at young ages, they are reaching the natural limits of their

lives. Of those millions, only 2,000 were lucky enough to be included in the groups of

100 to 200 people exchanged between the two Koreas in intermittent family reunions

since the early 1970s.

Again South and North Korea have agreed to hold the family reunion event during

this Chuseok holiday in early October at Mt. Geumgang. North Korea limited the

number of families to 100 on each side. The South Korean Red Cross society initially

selected 300 people out of some 80,000 applicants through a computer lottery and is

finalizing a list of 100 which will be sent to the North.

When the family reunion project was first discussed in 1972, the North Koreans

pressed the South to accept the principle of "free visits" to the other side by the divided

families. The propaganda initiative was soon withdrawn and they have insisted on

limiting the number to a minimum.

The pattern of the meetings of divided families should now be changed. The present

style of "reunions" only adds tribulations of those unfortunate people who have already

suffered too much. As a permanent facility for family meetings has been completed in

the Mt. Geumgang resort, reunions should be arranged on a routine basis instead of

occasional trickle exchanges. Then permanent reuniting of the divided families should be

allowed. What political ramifications can there be if 80- or 90-year-olds join their

children either in the South or North?

[물음1] 대한적십자사가 이번 추석기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에 대한 선발과정

을 위 제시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선발 방법에 대한 단점을 다양한 측면

에서 비판해 보시오. [25점]

[물음2] 위 기사에서 제안한 “...reunions should be arranged on a routine basis instead

of occasional trickle exchanges. Then permanent reuniting of the divided families should

be allowed."의 실행에 따른 예상되는 걸림돌을 두 가지 이상을 언급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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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8만 명의 신청자를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1차로 300명을 선발하고, 이 중에

최종 100명을 선발함.

(2) 선발방법(특히 컴퓨터 추첨)의 단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단점의 예

로는: (1) 방법론상에서 일관성 결여, (2) 개별신청자의 특수한 상황 고려하지 못

함, (3) 심층적인 검토 결여, (4) 신청자의 간절함을 감정이 없는 기계는 이해 못

함, (5) 단순히 행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가혹함, (6) 주관적 판단 결여 등등을 들

수 있음.

<물음2>에

대한 답변

(1) 이산가족 상봉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화로 이루어지고, 결국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 예상되는 걸림돌이 두

가지 이상 제시 되었는지?

(2) 예를 들어,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걸림돌 등에 대하

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제도, 정책, 정부차원, 민간차원, 인도적

차원에서의 독창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