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시간  120분

문항 수  3개 문항

문제유형 및 배점

 ① 제시문 요약 또는 비교 요약 (20점)  

 ②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논평, 비판, 설명 (30점) 

 ③ 자신의 견해, 문제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 (50점)

분량 제한

 ① 300자 (250자 ~ 350자)  

 ② 500자 (450자 ~ 550자)  

 ③ 800자 (750자 ~ 850자)  

1. 논술출제 방향

   가. 인문계 모집단위

       1)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합교과형 논술을 통해 학생의 통합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2) 단순한 암기보다는 논리적ㆍ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

       3) 교과서, 학술서, 문학작품, 기사, 논설,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독해력, 분석력, 

          통합적ㆍ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4) 자기 견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나) 자연계 모집단위 

       1)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의 지문에 담긴 다양한 원리와 현

          상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단순한 암기보다는 논리적ㆍ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 즉, 특수

          한 사례로부터 직관적 추측, 규칙 발견, 귀납적 실험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 사실을 추출

          하여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 교과서, 학술서, 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력, 분석력, 통합적ㆍ논리적 사

          고력을 측정한다.

       4) 자기 견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논술문제의 유형 및 배점

   가. 인문계

       통합교과형 논술, 독해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이고 정확한 서술 능력 측정

  



시험 시간  120분

문항 수  3개 문항

문제유형 및 배점

 ① 제시문을 수리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 (20점)

 ②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논평, 비판, 설명 (30점) 

 ③ 자신의 견해, 문제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 (50점)

분량 제한

 ① 300자 (250자 ~ 350자)  

 ② 500자 (450자 ~ 550자)  

 ③ 800자 (750자 ~ 850자)  

 나. 자연계

       통합교과형 논술, 독해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이고 정확한 서술 능력 측정

3. 예시문

   가. 인문계열

       1) 문제 ① : 제시문 (가)와 (나)를 (000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요약하시오.

       2) 문제 ② :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와 (나)의 두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또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시오

       3) 문제 ③ : 제시문 (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나. 자연계열

       1) 문제 ① : 제시문 (가)와 (나)를 (000의 관점에서) 수리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

                    하시오.

       2) 문제 ② :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와 (나)의 두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또는,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시오

                    또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시오

       3) 문제 ③ : 제시문 (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예시문(자연계열)

아래에 제시된 도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한 언론사가 제시한 

통계자료이다.

 

  자료: 경찰청                                       자료: 통계청

※ 10만 명당, 2006년 기준                            ※ 2002 ~ 2007년 자살자 분석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경찰청

이 통계자료를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위 자

료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통계 

자료에 노출되고 있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계치를 조작한다면 쉽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통계 자료를 구별할 수 있을까? 대럴 허프가 제시한 올

바른 통계자료 구별법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누가 발표했는지 출처를 캐 봐야 한다.

둘째,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 조사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빠진 데이터는 없는지 숨겨진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넷째, 내용이 뒤바뀐 것은 아닌지 쟁점 바꿔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살펴봐야 한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조사해야 한다.

위 사실을 알고 있다면 통계치의 홍수 속에서 올바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취업 준비 중인 상명이는 난이도가 비슷한 회사 A와 회사 B에서 실시한 적성검사에서 각각 

300점과 350점을 받았다. 이 시험에서 상위 15%인 사람들만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상명

이는 300점을 얻은 A회사에서는 면접 시험을 보기 어렵지만, 350점이나 얻은 B회사에서는 면접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A회사에서는 면접 시험을 보았지

만 B회사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다) 그리스어 난쟁이 (Nanos)에서 유래한 나노(nano)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이다. 그

래서 1나노미터(nanometer)는 10-9미터가 되는 것이다. 바늘의 지름이 평균 100만 나노미터이고, 

혈액 세포가 평균 1,000나노미터이니, 나노가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에 이 나노 개념을 이용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용 소재, 건축 자재, 전자 소재와 에너

지 소재 등 이 기술이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노 기술(nanotechnology)은 21

세기에 중요한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나노 기술을 통해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유기 

태양전지가 개발되었고, 구멍 크기의 지름이 1나노미터인 제올라이트(zeolite)라는 결정체는 작은 

분자만 통과시키고 큰 분자는 걸러내는 여과기로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물에 젖지 않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연 잎의 나노 돌기를 모방하여, 자정 작용을 가진 페인트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렇

듯 나노 기술은 21세기를 넘어 22세기에도 인류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라) 나노 물질은 화학적으로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살아있는 동물에 미치는 나노 물질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가 토끼나 쥐의 면역 체계에 반응

을 일으켜 허파가 부풀어오르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살균 효과를 가진 나노 입

자의 경우에는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치료와 생명공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성 나노 입자가 세포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나노 물질의 독성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자료가 자살률의 증가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못함을 간략히 설

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상명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술하

시오!

 

[출제 의도] 우리가 쉽게 범하는 통계적 오류에 대한 사례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를 근

거로 해서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자 한다.

 

[문제 2] 제시문 (다)와 (라)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논하고, 해

결방법 및 앞으로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술하시오!

 

[출제 의도] 과학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