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 공통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논어(論語)에서 발췌한 공자(孔子)의 언명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仁)이 멀리 있는 것이냐? 내가 인(仁)을 바라기만 하면 인(仁)은 바로 곁에 있

다” 라고 하시었다. (『논어(論語)』 「술이편(述而篇)」)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위(地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사(政事)를 꾀하지 아니한다”고 하시었다. 

(『논어(論語)』「태백편(泰伯篇)」)

(3) 자공이 묻기를, “향인(鄕人)이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자공이 다시 묻기를 “향인이 모두 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

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나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향인 가운데 착한 사람들에게

는 사랑을 받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시었다. 

(『논어(論語)』「자로편(子路篇)」)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賜)야! 너는 나를 많이 배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

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한 가지 이치로 모든 일을 관통

한다(일이관지: 一而貫之)” 하시었다. (『논어(論語)』「위령공편(衛靈公篇)」) 

(나)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문장 발췌문

(A) 『맹자(孟子)』 발췌문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깜작 놀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기 때문이다. ... ” (『맹자(孟子)』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上)」)

 “자신의 마음(심(心))을 극진히 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성(性))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되면 하늘(천(天))을 

알게 된다.” (『맹자(孟子)』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만물의 이치가 모두 다 내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 성실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충서의 도

를 힘써 실행하면 인(仁)을 구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길이 없다.” (『맹자(孟子)』 「진심장구상(盡心章句

上)」)

(B) 『순자(荀子)』 발췌문

“도(道)라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한 상법조리(常法條理)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도에 합치하고 설명이 마음에 

합치하고 언사가 설명에 합치해서, 명칭을 올바르게 하여 회합하고 실정(實情)에 근거하여 이해시켜, 사물의 

상이함을 분별(分別)하여 잘못이 없고 동류(同類)를 미루어 밝혀서 어긋나지 않는다. ... 중략 ... 그러므로 사

설(邪說)이 정론(正論)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백가(百家)의 잡설자(雜說者)들도 도망가 숨을 곳이 없게 된다.” 

(『순자(荀子)』 「정명편(正名篇)」) 

“인도(人道)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다. 분별에는 신분(分)이 가장 중대하고, 신분에서는 예(禮)가 가장 중대하

고, 예(禮)에서는 성왕(聖王)이 가장 중대하다.”(『순자(荀子)』 「비상편(非相篇)」) 

(다)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언명들

(a) 하늘에는 하늘의 절기가 있고, 땅에는 땅의 자원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무릇 이

것이 셋일 수 있다는 말이다. ... 중략 ... 사람들은 모두 생성된 자연현상은 알지만, 무형한 그 과정자체는 아

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하늘의 기능이라고 한다. 오직 성인만이 하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b) 사람마다 입은 맛에 대해서 동일한 기호가 있고, 귀는 음악에 대해서 동일한 청각이 있고, ... 중략 ... 그

렇다면 마음만 유독 동일한 점이 없겠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도리(이(理))요 

의리(의(義))인 것이다.

(c) 이름을 제정하여 실상을 지칭하게 하여, 위로는 귀천의 구별을 밝히고, 아래로는 동이를 변별한다. 귀천의 

구별이 밝혀지고 동이가 변별되면, 뜻이 전달되지 못할 염려가 없고,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재앙이 없게 된다. 

(d) 아랫 사람이 웃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

는 것은 어진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니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나 그 뜻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맹자(孟子)는 이른바 유가의 이상주의자로서 인간의 내적 본성이 선(善)하다는, 즉 성선(性善)의 공통성

을 강조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계승한 반면, 순자(荀子)는 유가의 현실주의자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외적 강제 규범의 성격을 지닌 예(禮)의 실행을 통해 도덕적 질서가 구현된 사회, 즉 공자(孔子)가 

꿈꾸었던 주(周)나라의 문화 제도적 가치 실현을 전국시대 말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 주어진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제 1] (가)는 논어에서 발췌한 문장들이고, (나)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이 담긴 문장이다.  

(가)의 문장 가운데 맹자와 순자가 자신의 공자 계승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각기 상대적으로 보다 더 친근하

게 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들을  맹자와 순자의 진술 (A)와 (B)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30～250자, 50%)

[문제 2] (다)의 문장들은 맹자와 순자의 진술을 임의로 나열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맹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과 순

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을 가려 묶고 그 이유를 주어진 문장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하시오. (230～250자, 50%)

▣ 공통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은 양립하

기 어렵다. 한국적인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것이고 세계적인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두루 통하

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은 보통의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은 보통의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극과 

극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에 도달하게 된다. 이 극과 극은 어떤 관점에서 만나는 것

일까?

(나) 지금부터 1백 여 년 전에 서양 문물이 밀려들 때 우리 선조들이 이 물결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이웃 일본

은 발 빠르게 세계화를 추진하여 짧은 시간에 국력을 키워 나갔다. 그 시대의 세계화의 핵심은 앞선 외국 

문물을 학습하고 수용하여 소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백 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세

계화 물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배워 소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 남과 함께 살

아가는 적극적 진출로 삶의 터전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국경의 의미가 흐려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온 

세계를 삶의 공간으로 삼아 다른 나라에 나가 공장도 짓고, 회사도 차리고, 연구소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한다. 전자를 제1의 세계화라 한다면 후자를 제2의 세계화라 할 만하다.

    이른바 제2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은 개별 국가의 국민 의식이 아니라 보편적 세계 시민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치 질서에도 익숙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도 고치고 누

구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라 안의 제도도 세계화에 불편이 없도록 고쳐나

가야 한다. 경제 체제, 교육 내용, 법과 제도, 기업가의 자세 등을 모두 세계화를 전제로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평가 기준도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다) 악마가 둔갑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비둘기와 어린 양이라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서양에서의 비둘기의 이

미지는 좋은 편이다. 이 세상의 악을 쓸어내는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나

뭇가지를 물고 날아옴으로써 평화로운 신천지가 왔음을 알렸다는 것, 요르단 강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자 

하늘이 갈라지며 신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에서 성서 속 비둘기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불경 속의 비둘기 이미지도 긍정적이다. 석가모니가 비둘기로 변신해 속임수를 

쓰다 반죽음을 당하는 까마귀를 구제하는 불경 이야기가 이를 대변해 준다.

    한편 중국의 비둘기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비둘기는 자기 살 집을 스스로 짓지 않고 이미 나 있는 나무 구

멍이나 까치 집을 점거하여 산다 하여 나쁜 여자를 비둘기에 빗대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화에서도 비둘기는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숲 속에 살던 까치와 꿩과 비둘기가 흉년이 들어 쥐 서방 집으로 양식을 구걸

하러 갔다가 겸손하게 군 까치는 양식을 얻어 온 반면, 꿩과 비둘기는 쥐 각시에게 거만하게 굴다가 부젓가

락으로 매만 맞게 되었는데, 볼을 맞은 꿩은 볼이 붉게 되었고 머리를 맞은 비둘기는 머리가 파랗게 되었다

고 한다.

(라) 우리나라의 옛날 며느리들이 부엌 강아지란 걸 애지중지 길렀던 시절이 있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

레스를 약자인 강아지에게 발산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메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지메란 집단적으로 특정

한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도의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지메는 세계 공통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 ‘원숭이 우리 속의 돼지’란 속담이 

있다. 동네북처럼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을 빗대는 말이다. 원숭이 우리에 돼지를 넣어 기르면 원

숭이끼리의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둔하고 행동이 느린 돼지에게 그 

화를 발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 1] 글 (가)를 서론으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해 여러 문건으로부터 글감을 수집하였다가 글감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것이 (나)～(라)이다. 이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180～200자, 40%)

[문제 2] 글 (가)를 서론으로 해서 본론을 작성한다고 할 때,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해서 쓰되 반드

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쓰시오. (280～300자, 60%)



▣ Pre-Pharm․Med 전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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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그림 1)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두 원의 면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한다. 이 두 원의 중심들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두 원의 반지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33.3...%)

[문제 2] (그림 2)와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원의 면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한다. 이 세 원의 중심들 

사이의 거리의 합이 최대가 될 때, 세 원의 반지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33.3...%)

 [문제 3] [그림 2]와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원의 면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한다. 이 세 원의 중심

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될 때, 세 원의 반지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참고: 세 변의 길이가 a, b, c� 인 삼각형의 면적은, s = 1�
2�

(a+b+c)� 로 놓았을 때 

s(s- a)(s- b)(s- c)�� 이다.) (33.3...%)

▣ Pre-Pharm․Med 전공 2

[문제 1] 극한 lim
x’ +0�

xx��� 이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하시오. 

(참고: lim
x’ +0�

x ln x = 0��) (33.3...%)

 

[문제 2] x > 0� 일 때, xx��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33.3...%)

[문제 3] x > 0� 일 때, xxx��= x xx����의 최소값과 xx�� 의 최소값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