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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 면접고사 문항 예시

 □ 면접방법

  ∘ 문제유형: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구술함

  ∘ 문 항 수: 공통1문항, 전공1문항 (공통 2문항, 전공 2문항중 수험생이 각1문항씩을 

              선택한 후, 선택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 응답)

  ∘ 문항구분: 공통문항은 인문·사회계열 공통, 자연계열 공통(과학)을 구분, 전공문항은 

인문계열(인문과학대학,의상디자인학과), 사회계열(사회과학대학), 자연계

열(수리; 자연과학대학,정보미디어대학)로 별도 출제

  ∘ 면접시간 : 1인당 10~15분

  ∘ 평가항목 : 태도 및 인성, 의사소통능력, 학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인문·사회계열 공통 문항

1.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문자메시

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등 기존의 언

어 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언어 규범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제정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최근 경향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

해 보고, 이러한 경향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현상

으로 지양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2.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과 형식은 동전의 양면

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혼상제(冠

婚喪祭)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일들의 경우에는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존중되는 전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

나 장례 문화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과 형식의 상관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

를 말해 보시오.

3. 국가 간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9·11 사태 이후 국가 

간의 전쟁 못지않게 테러에 대한 공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포는 테러 행

위 자체와 그런 행위를 하는 테러 세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테러가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과 억압의 산물이며 의사소통

의 부재로 인한 약자의 마지막 자기표현 방식이라는 인식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테러를 선택한다면, 그러한 테러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4. 다른 언어들과 비교할 때 우리말에는 경어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

징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실제 대화에서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

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말의 경어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경어법은 잘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할 특징

인지 지양되어야 할 특징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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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이 없는 실천은 무모하기 쉽고 실천이 없는 이론은 공허하기 쉽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이론과 실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실천

의 측면에서 이론을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현실

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론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

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존재 가치와 기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6. 교통 수단의 발달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보편 문명(general culture)의 탄생을 예견

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세계 시장의 형성이나, 영화 시장을 제패하는 헐리우

드 영화의 기세는 이러한 예견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문명의 단일

화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서 다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

지 않다. 보편 문명 체제과 다문명 체제 가운데 세계화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체제

는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7. 어떤 개념을 영어 단어 하나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잘 안 

된다거나, 영어 문장을 번역하다 보면 우리말 문장이 훨씬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은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영어는 우

리말보다 우수한 언어라고 결론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언어와 언어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8. 최근의 학력 위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

나로 학벌주의를 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능력보다 학벌을 중시하고, 일류 대학을 나

온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모두 차지하는 누적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교육 수요자들의 노력도 여전하다.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는 주장과 좋은 대학을 만들자는 주장은 일견 모순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이런 두 주장이 양립할 수 있

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9. 싱가포르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실시하는데, 범

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태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 한다. 싱가포르 이외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도 태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벌에 대한 인식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

다수의 국가들은 태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이라는 이유로 태형을 실시하

는 일부 국가에 대해 태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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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전공 문항

1. 우리나라는 이라크에의 派兵에 이어 유엔 平和維持活動의 일환으로 레바논에도 파병

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贊反 立場이 갈등하고 있다. 국군의 해

외파병에 찬성하는가? 찬성한다면 국군의 해외파병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군의 해외파병에 반대한다면 어떤 根據에서 반대하는가?

2. '미얀마'(버마)에서는 2007년 9월 民主化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서 정부군의 발포로 시위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安全保障理

事會는 의장국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에 대해 暴力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人

權 問題 등에 대해 국제기구가 ‘國內 問題’에 간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3. 2007년 7월 非正規職法案의 통과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법안의 통과 이후 고용주들이 비정규직의 

契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轉換에 찬성하는가?

4. 보안 등을 위해 관공서는 물론 백화점, 은행, 놀이터, 심지어 승강기 안까지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社會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個人의 自由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감시를 통한 安全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新自由主義의 확산과 함께 市場의 기능과 自由 競爭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자

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경쟁 체제의 강화가 社會的 弱者에 대한 보호 문제

와 빈부격차의 확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6.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情報通信의 발전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토론의 전개 등 

새로운 政治參與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에 따라 ‘전송 민주주

의’(teledemocracy)라는 영역이 개척되고 있으며,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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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학계열 공통 문항

1.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직,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 직접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물과 간접으로 이용하는 생명체의 예를 들고 그 방법을 설명하라.

2. ⑴ 얼음(고체)이 물(액체)에 뜨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⑵ 영하의 추운 겨울에 호수에서 물고기가 살수 있는 이유를 ⑴의 답과 연계하여 설

명하라.

3.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체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측면과 

무생물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설명하라.

4. 눈오는 날의 제설 작업은 도로에 소금 혹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다.

   ⑴ 원리를 설명하라.

   ⑵ 소금과 염화칼슘 중 어떤 것이 눈을 녹이는데 더 효율적인가?

5. 인간 게놈이란 무엇인가?

6. 식혜는 발효식품이다. 식혜를 만들 때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온도보다 낮게 유지했을 때와 높게 유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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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학계열 전공 문항 - 수학

1. 이차방정식      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라. 단, 과 는 실수이

다.

  (1)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과 의 조건을 구하라.

  (2) 어떠한 도형들의 넓이들이 같으면 그 도형들이 가지는 확률이 같다고 정의를 하자. 

실수 과 를  ≤ ≤ 와   ≤ ≤ 의 조건에서 선택한다고 할 때, 위 이차 방

정식이 실근을 가지게 될 확률을 구하라.

  (3) 위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임의로 15쌍의 를  ≤ ≤ 와  ≤ ≤ 에서 동

일한 조건하에서 독립적으로 선택할 경우에 실근을 가지는 쌍의 수를 라 할 때 

이 확률변수 의 확률분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 반복실험에서 실근을 가질 

수 있는 쌍의 수는 몇 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하라.

2.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A가 있다. 그림과 같이 긴 변을 반으로 접어서 새로운 직

사각형 B를 만들었다.

             

A BA B

  (1) 두 직사각형 A, B가 닮은꼴이려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는 얼마이어

야 하는가?

  (2) A를 가지고 위와 같은 접기를 연속으로 세 번하여 직사각형 C를 만들었다. A와 C

가 닮은꼴이 되기 위한 A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는 얼마인가?

  (3) 그림과 같이 A를 대각선  로 접었을 때 두 꼭지점 D, E 사이의 거리가 의 길이

의 반이 되려면 A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가 얼마이어야 하는가?  

             

A

ℓ

D E

ℓ

A

ℓ

D E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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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시간 동안 체육교사가 10명의 학생의 키를 측정하여 기록하고자 한다.

  (1) 일반적으로 10명의 학생의 키의 참값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이

유를 설명하라.

  (2) 학생들의 키의 참값을 라 하고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 근사값을 라 

할 때, 함수   를 구하라.

  (3) 키의 참값이  ≤ ≤ 에 해당하는 함수 를 그려라.

4.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A의 속도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고 한다.

        

속도

시간0

속도

시간0

  (1) A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시각 0에서의 A의 위치가 0이라고 한다. A의 위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극대, 

극소점들에 해당하는 속도의 그래프 위의 점들을 말하시오.

  (3) A의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극대, 극소점들에 해당하는 속도의 그래프 위의 

점들을 말하시오.

5.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함수 가   에서 연속일 조건을 기술하라.

  (2) 함수 가   에서 연속이고 ≠ 인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 성립할 때 의 값은 얼마인가?

  (3) 위 (2)의 함수 는 ′가 존재하는지를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보이고, 존재

한다면 그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6. 12명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 100점 만점인 A, B 두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

여 답변하는 수리면접을 치렀다. A문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60점, B문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50점이었고, 전체의 평균점수는 57점이었다.

  (1) A문제와 B문제를 각각 선택한 사람들의 수들이 만족하는 수식들을 쓰시오.

  (2) 위 (1)에서 구한 수식들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표시하시오.

  (3) A문제와 B문제를 선택한 사람들은 각각 몇 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