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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생명유지, 영양섭취, 감각적 지각 등과 같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 · 식물도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성의 발휘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
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덕을 쌓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은 이성을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가를 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이를 실천에 옮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하지만 한 번의 실천으로 행복한 사
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덕한 행위가 습관화될 때 덕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덕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적절한 때에, 적
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과도함과 부
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야말로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 때의 적절함이란 1과 5 사이의 중간이 3인 것
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
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린 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무지가 원인이라
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자제력 없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이란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것처럼,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아린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데 반해, 자제력이 없
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아린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성 때문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지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것을 한다.
자제력 없음은 악덕에 속하는 무절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둘 다 육체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
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 그것도 쾌락 자체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며 또 후회할 줄도 모른다. 후회할 줄 모르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확고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정도로 감정에 지배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쾌락을 무한정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기가 쉽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무절제한 사람과 달리 자제력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자
신의 행위가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성과 더불어 중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제시문 (나)
<실험 1>
한 심리학자가 ‘행복한 쥐 공원’이라는 실험을 했다. 16마리의 쥐들은 실험실에 있는 각각 격리된 작은 우리 속에 가두고, 다른 16마리의 쥐들은
‘행복한 쥐 공원’이라고 하는 거주지에 넣어 두었다. 공원의 넓이는 18제곱미터가 넘었고, 온도는 쾌적했으며, 공원 내부에는 즐길 수 있는 놀이 시
설이 갖춰져 있었다. 쥐들은 공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우리 속의 쥐들과 쥐 공원의 쥐들에게 동일하게 중독물질인 모르핀을 탄 물
과 일반적인 물을 선택하게 하자, 우리 속의 쥐들은 초기부터 모르핀을 탄 물을 마시며 중독되었지만, 쥐 공원에 있던 쥐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선택했다. 또 이미 실험실에서 모르핀에 중독된 쥐들도 쥐 공원으로 옮겨주자, 금단증상을 겪으면서도 모르핀이 든 물을 선택하지 않았다.
<실험 2>
영상 의학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 연구진은 중독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
다. 우선 약물에 중독된 50명과 그들의 형제자매 중 전혀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없는 50명을 선정했다. 중독자와 중독되지 않은 그들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50쌍이 실험에 참여한 것이다. 또 비교를 위해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없는 일반인 50명도 실험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의 자기 조절 능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겼다. 일반인 50명과 비교해 중독자들은 당연히 점수가 낮았지만, 그들의 형
제자매들도 대부분 이 평가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 영상 촬영 결과에서도 중독자와 그들의 형제자매는 모두 자기 조절, 쾌락
과 보상, 습관 형성 등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에서 일반인 50명과 매우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약물 중독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요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쪽 중 1쪽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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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다)
우리는 과잉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포장된 쾌락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
량생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감각을 제공하는 식품과 기호품이 병, 캔, 상자에 담겨 포장되었고, 소리와 경치, 환상까지도 포
장되었다. 인간이 전통적으로 경험해온 청각, 시각, 미각, 그리고 더 나아가 동작과 환각까지 끌어 모으고 압축하고 저장해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포장된 쾌락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새로운 발명을 통해 기존의 감각을 조합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감각을 만들었다.
쾌락 제조자들은 질리고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각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 이것은 업계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도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강렬함은 더 큰 강렬함을 낳았다. 삶의 지루한 부분을 견뎌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포장된 쾌락은 전례 없는 건강상의 위험과 도덕적인 위기도 야기
했다. 극단적인 사례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성분이 강화되면서 중독의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공물인 담배는, 20세기 들어와 생산이 기계화되고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량 판매되면서
중독적인 과잉 소비로 이어졌다. 담배 중독이 늘어난 데에는, 제조업체가 정교하게 첨가하는 화학 물질만이 아니라 마케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조업체는 담뱃갑에 그려진 디자인과 문구를 다양하게 만들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광고회사는 이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대중적으
로 확산시켰다.
욕망의 만족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좋은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추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과
도한 욕망의 문제가 중용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중용만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수준으로 치환해버리게 된
다.

제시문 (라)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야외놀이시설 보급 정도, 광
고매출액, 해당 학생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다.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과 2학년 때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각 요인들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측정값은 0에서 100 사이로 조정했고, 전국 평균값은 두 차례 모두 50이었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도시 A>, <도시 B>,
<도시 C>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표와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조정된 측정값의 평균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중독은 세 가지 요인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도시 A
1학년 때
2학년 때

30
80

스마트폰 중독 정도
도시 B
도시 C
80
20

80
80

전국
50
50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에 관한 다음 물음들에 답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1: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1학년 때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시문 (나), (다)에
나타난 관점들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문제 2-2: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어떠한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지 서술하시오.

2쪽 중 2쪽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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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
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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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번
호

성
명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갖는 명예는 각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정(不正)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삼는다. 이와 같은 명예는 지위와 계급을 떠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명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명예는 누구에게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
고, 명예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쓰디쓴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를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는 외면적인 양심이며, 양심은 내면적인 명예”라는 정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료하고 본질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사실상 명예는 객관
적으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우리 가치에 대해 타인이 갖는 견해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 민감한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들
에게 호평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중요시하게 된다. 타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큼 그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없다. 이런 호평은 모든 사람이 그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며, 인생의 여러 재앙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명예는 손상되기 쉬운 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지속되는 반면 획득하기가 어렵다. 명성은 비범한 공적(功績)*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적에는 선행(善行)에 의한 공적과 작품에 의한 공적이 있다. 선행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 반해 작품은 영속
적으로 남는다. 선행에서 남는 것은 선행에 대한 추억뿐이어서, 기록으로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
나 작품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살아 있다. 또한 선행의 명성은 선행의 내적 가치만이 아니라 선행이 이루어진 조건과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소수 목
격자의 진술에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행은 일반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작품은 주위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고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되며, 그것이 존속하는 한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때로 그것을 판단할 유능하고 공정한 평가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공적(功績):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은 업적.

제시문 (나)
요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단지 순간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사적인 관심사에만 전념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19
세기의 신실한 시민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그들은 행운과 악운을 침착하게 견디며 자신이 맡은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직분의 수행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직분은 개인에게 부과된 일종의 소명이었
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공명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들이 이룬 것에 견
주어서가 아니라 근면, 절제, 헌신, 봉사와 같은 추상적인 이상에 견주어 판단했다. 전통적인 규범을 통해 규정된 이러한 이상은 개인에게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세기 말엽부터 개인의 성공에 주목하는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 또한 가
치의 실현이나 성취의 내용보다는 업적이 가져다주는 외적 보상에 집중되었다. 가치 실현이 가져다주는 명예보다는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들어 성공은 경쟁자들에 대한 승리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목적이 되었다. 성공 관련 실용서들은 타인을 이용
하고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성공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직분의 명예로운 수행보다는 남들이 보
기에 그럴듯한 이미지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적의 내용 자체보다는 업적이 누구의 공으로 돌려지는가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
켰다. 성공의 꿈이 성공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자신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 말고는 자신
의 성취를 측정할 어떠한 기준도 갖지 못한다. 과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쓸모있다고 인식하게 해 주었던 친구와 이웃의 호평이, 이제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외적 평가와 결부될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기과시로 변모하면서, 자기과시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성공을 부와 명성, 그리고
권력으로 정의하는 반면, 업적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강조될 뿐 무엇을 행했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명예는 자기 직분에 맞는 고귀한 행위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명성은 신문·잡지의 뉴스나 인물란, 연예란 등에서 갈
채를 받는 개성의 표출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명성은 새롭지 않으면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는 뉴스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성공이 주로 젊음,
매력, 새로움의 함수가 된 시대에 영광은 어느 때보다 더욱 빨리 지나간다. 대중의 주목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걱정한다. 이런
사회에서 성공은 공표 과정을 통해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쪽 중 1쪽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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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다)
◉ 아래 글은 소설의 한 대목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웃 민씨가 지은 비문(碑文)*이다. (출제 의도에 따라 소설의 원문을 일부 수정하였음.)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
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
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
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
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황선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는 부를 이루지도 못했고 남들의 대단한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선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그를 업신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토끼 귀신을 믿는 그를 두고 모자란 사람이라 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 가운데 선생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아무도 하지 않는 마을의 험한 일을 언제나 도맡았고, 종종 품삯도 없이 남
의 집 일을 도와주곤 하였다. 그를 바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농사를 잘 짓는 으뜸 농사꾼이었고, 경운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박사’였다. 자기 뜻대로 농사를 지으며 백 년을 살겠다던 그는 천상 농민이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인 이들은 여럿이었지만, 농민답게 경운기를 몰고 집회에 나서자던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늦게 도착한 탓에 집회에
는 참석하지 못했고, 돌아오던 길에 고장 난 경운기 곁을 지키다 차가운 빗속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
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 비문(碑文): 죽은 이를 추모하여 비석에 새긴 글.
** 신지(神智):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제시문 (라)
아래 그래프는 1988년과 2018년에 도시A의 시민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은 자신이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 표시된 ‘설문 응답 항목’ 가운데 하나만을 골랐다.

설문 응답 항목
길이 남을 업적을 쌓는 직업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직업
자신의 소명의식에 맞는 직업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직업
기타
단위: %

<문제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다. 두 글을 비교·분석하고,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황만근의 삶을 논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명예’와 ‘명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서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쪽 중 2쪽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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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수학)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좌표평면 위의 두 초점 F  , F ′    로부터 거리의 합이 인 타원  가 있다. 타원  위의 점 P  와 초점 F ′    를 지나는
직선이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라 하고, 점 P   와 초점 F   를 지나는 직선이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라 하자.
[1-1] 타원  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5점]


[1-2] cos    (단,      )일 때, 선분 PF ′의 길이를 구하시오. [5점]




[1-3] cos    (단,      )일 때, tan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제시문 2]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    ≤ 



          
(나)       

(다)





      



[2] 정적분





   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제시문 3]
자연수 부터      까지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






⋮






⋮






⋮


⋯
⋯
⋯
⋯
⋱
⋯





⋮


위와 같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의 대각선 방향으로 순서를 정하여 번째 숫자를            ⋯   으로 정의한다.
예)     ,     ,     ,     ,     ,      , ⋯⋯
[3-1]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3-2]     을 만족시키는 모든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제시문 4]


농구 선수 세 명이 있다. 슛을 성공할 확률이  인 선수가 두 명, 슛을 성공할 확률이  인 선수가


한 명 있다. 세 선수가 임의의 순서로 슛을 한 번씩 시도했을 때, 첫 번째 선수와 두 번째 선수는 성공
했으나 세 번째 선수는 성공하지 못했다. (단, 각각의 선수가 슛을 성공할 확률은 항상 일정하고, 슛을
성공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4-1]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10점]

[4-2] 세 번째 선수가 슛 성공 확률  인 선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5점]


1쪽 중 1쪽(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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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물리)
수
험
번
호

모
집
단
위

성
명

※다음 제시문은 구성 원소를 모르는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그림1] 실험 개요

[표1] 주기율표
주기율표 읽는 법

균일한 자기장 영역
용기

L = 6.0 cm
B = 0.9 T

60°

아르곤 기체

3

밸브

12,500 V

아르곤
이온
시료
원자

1

원자 한 층으로
준비된 시료

원자번호

1

수소
1𝒎𝒖

Li

4

Be

5

B

원소기호

H

수소
1𝒎𝒖

H

6

2

원소이름
원자의 질량
7

C

8

N

9

O

10

F

He

헬륨
4𝒎𝒖

Ne

탄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리튬
베릴륨
붕소
질소
12𝒎𝒖
7𝒎𝒖
9𝒎𝒖
11𝒎𝒖
20𝒎𝒖
19𝒎𝒖
16𝒎𝒖
14𝒎𝒖
11
12
13
14
15
16
17
18

Na

Mg

Al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24𝒎𝒖
27𝒎𝒖
23𝒎𝒖

Si

규소
28𝒎𝒖

P

인
31𝒎𝒖

S

Cl

황
32𝒎𝒖

염소
35𝒎𝒖

Ar

아르곤
40𝒎𝒖

[표2] 물리 상수 및 단위 변환

1.0 m

원주율 



기본 전하량 

 ×    C

전자의 질량 

 ×    kg

원자의 질량 단위 

 × 

에너지 단위 변환

 

kg

 eV =  ×    J

[가] [그림1]과 같이 아르곤 기체가 채워진 용기에 전자빔을 입사시켰다. 용기 안으로 입사된 전자가 아르곤 원자와 충돌하면 아르곤 원자는
아르곤 이온( Ar+ )이 된다. 이 때, 질량 변화는 없다고 하자. 아르곤 원자의 이온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와 아르곤 원자 간의
충돌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1]과 같이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된 영역을 만들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입사된
전자는 로런츠 힘에 의해 나선형 경로로 운동한다.
[나] 위 과정을 통해 용기 내 모든 아르곤 원자가 이온화된다고 가정하자. 용기 아래쪽에는 순간적으로 여닫을 수 있는 밸브가 있다. 이
밸브를 이용하여 아르곤 이온을 하나씩 내보낼 수 있다고 하자. 용기 밖으로 나온 아르곤 이온은  V 의 전위차로 가속되어,
준비된 시료의 원자와 충돌한다. 이 때, 아르곤 이온의 가속 전 속도는 무시할 만큼 작고, 아르곤 이온 하나는 항상 시료 원자 하나와
[그림1]에 점선 박스로 표시된 확대 부분과 같이 일직선상에서 정면으로 탄성 충돌한다. 충돌 전 정지해 있던 시료 원자는 충돌 후
연직 아래로 직선 운동한다.
[다] 시료 원자가 시료를 출발하여 연직 아래  m 만큼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라 하자. 시료 원자의 질량에 따라 운동 속도가
다르므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역으로  를 측정하면 시료의 구성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
단, 중력, 공기 저항, 지구 자기장의 효과는 무시하고, 물리 상수 및 단위 변환은 [표1]과 [표2]의 값을 사용한다.
1. [그림1]과 같이 전자가 균일한 자기장 방향에 대하여 60°의 각도로 입사한다. 이 때 입사하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eV , 자기장 영역의
길이  은  cm , 자기장의 세기  는  T 이다. 전자가 아르곤 원자와 충돌 없이 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나선 운동을 하며 회전한
총 횟수를 구하시오. [10점]
2. 아르곤 이온과 시료 원자를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쇠공이라고 가정하자. 운동하는 아르곤 이온이 정지해 있던 시료 원자와 일직선상에서
정면으로 탄성 충돌한다 ([그림1]에 점선 박스로 표시된 확대 부분 참고). 만약 아르곤 이온과 충돌한 원자가 마그네슘(Mg)이라면, 충돌 전
아르곤 이온의 속도( Ar )에 대한 충돌 후 마그네슘 원자의 속도( Mg)의 비( Mg / Ar )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10점]

운동을 시작한 시료 원자 하나가 시료로부터 연직 아래  m 만큼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라 하자. 시료를 구성하는 어떤 두 원자의 질량 차가   일 때, 두 원자의 도달 시간 차이  를
구하시오. [10점]
4. 미지의 시료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제시문에 설명된 시간  를 측정하는

실험을  번 반복하였다. 그 결과, 오른쪽 [그림2]와 같이    ×
초에 도달한 시료

[그림2] 측정 결과

원자 개수 (개)

3. 제시문과 같이 아르곤 이온은  V의 전위차로 가속되어 시료 원자와 충돌한다. 이 충돌로 인해

2,000
1,000


원자가  개,    ×
초에 도달한 시료 원자가  개로 나타났다. 주어진 그래프와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미지의 시료가 무엇인지 추론하시오. 단,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 이외에 다른
시간  에 도달한 시료 원자는 없다. [10점]

2.8×10–6

3.4×10–6

시간 t (초)
1쪽 중 1쪽(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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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ㄱ) 진공 유리관의 양 끝에 수천 볼트의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빛을 내면서 직진하는 선을 발견할 수 있다. (ㄴ)
19세기 후반 과학자들은 진공 유리관 안에 소량의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불연속적인 선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ㄷ) 20세기 초 러더퍼드는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 시켰을 때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ㄹ) 채드윅은 베릴륨 원자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화학 반응은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유효한 방향으로 충돌해야 하는데, 이를 유효 충돌이라 한다.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는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흡수되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결합이 끊어질 때 흡수되는 에너지와 새로운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가 반응열이 된다. 가장 안정한 상태의 성분 원소로부터 1몰의 물질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을 생성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25˚C, 1기압에서 CO(g), CO2(g), H2O(g)의 생성열은 각각 –110.5, –393.5, –241.8 kJ/mol이 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열의 총합은 일정하다.
[다] 리비히는 [그림1]과 같이 유기화합물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과 이산화 탄소의 질량을 측정하여 탄소, 수소, 산소의 성분비를 알아내는
원소분석법을 개발하였다.
[라] 산화-환원 반응은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이다. 화학 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그림2]는 화학 전지의 한 종류인 다니엘 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아연판을 황산 아연(ZnSO4) 수용액에
넣고 구리판을 황산 구리(CuSO4) 수용액에 넣은 다음, 두 용액을 염다리로 연결하고 두 금속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염다리는
염화 칼륨(KCl)을 포함하는 한천 용액을 굳혀서 만들 수 있다. 반쪽 전지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는 Cu2+(aq) + 2e- → Cu(s)에 대하여
+0.34 V이며 Zn2+(aq) + 2e- → Zn(s)에 대하여╶0.76 V가 된다.
[마]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원자에서 전자를 1개씩 순차적으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 하며, 제일 이온화 에너지(E1), 제이 이온화 에너지(E2), 제삼 이온화 에너지(E3), ······ 로 나타낸다.

[그림1] 원소분석 장치의 구조
[그림2] 다니엘 전지의 구조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각 실험을 통해 밝혀진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8점]
2. 탄산 칼슘(CaCO3)을 염산(HCl) 수용액에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녹는다. 탄산 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는 과정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염산 수용액에 분말 상태의 탄산 칼슘을 넣었을 때와 덩어리 상태의 탄산 칼슘을 넣었을 때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논하시오. 또, 이 반응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논하시오. [8점]
3. 화합물 A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의 장치를 이용하여 23 g의 화합물 A의 원소분석을 진행하였더니 염화 칼슘(CaCl2)의
질량이 27 g 증가했고 수산화 나트륨(NaOH)의 질량은 44 g 증가했는데, 화합물 A가 연소되는 과정에서는 683 kJ의 열이 발생하였다. 한편,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1몰의 화합물 A를 연소시켰을 때 일산화 탄소(CO)와 수증기(H2O)의 혼합물이 생성되었으며, 이 혼합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다시 연소시켰을 때에는 566 kJ의 열이 발생하였다. 화합물 A를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소시켜 일산화 탄소와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풀이 과정과 함께 논하시오 (단, 탄소, 수소, 산소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이며, 모든 반응 조건은 25˚C,
1기압이라 가정하라). [8점]
4. 다니엘 전지의 산화 전극 및 환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온 농도와 전극 질량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이 반응 과정에서 염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하시오. [8점]
5. 마그네슘(12Mg)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E1, E2, E3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논하시오. [8점]

1쪽 중 1쪽(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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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생물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정보의 기본 단위체를 유전자라고 한다. 진핵생물의 경우 유전자는 핵 속의 DNA라는 핵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DNA는 두 개의 가는 실끼리 이중나선을 이룬다.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하여 염색사를 형성하는데, 감수분열이나
체세포분열이 진행되면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된다.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 세포들은 각 생물종에 따라 일정한 개수의 염색체를
가지며, 각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의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상동 염색체 쌍은 수정 과정에서 난자와
정자로부터 각각 하나씩 전달받아 형성되어 자손의 세포 속에서 한 쌍으로 존재하게 된다. 체세포에서 상동 염색체가 한 쌍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하나의 형질에 대해 2개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데, 이를 대립유전자라 부른다. 대립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말한다.
[나] 생식세포 형성 과정 동안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하여 4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2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중기에는
2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 적도면에 배열한다. 후기에는 방추사에 의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각각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한다. 말기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2개의 딸세포가 형성되는데 각 딸세포는 모세포에 있던 상동 염색체 중 1개씩만을 나눠 갖는다. 이 딸세포는 유전
물질의 복제 없이 감수 2분열을 시작한다. 감수 2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유사하게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므로, 분열 결과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
[다] 멘델은 7가지 형질을 이용한 모든 실험에서 잡종 1대에서 부모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지 않고 부모의 대립 형질 2개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멘델은 완두를 사용한 실험에서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은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였다. 잡종 1대 자손끼리 자가 수분을 하여 얻은 2대 자손의 경우, 7가지 형질 모두에서 ‘우성
동형접합 : 이형접합 : 열성 동형접합‘의 유전자형이 나타나는 비율은 ’1 : 2 : 1‘로 예상되지만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의 비는 3 : 1로 나타났다.
[라] 멘델은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얻었는데 이 잡종 1대 자손들끼리
교배를 시켰다. 이 교배를 통해 얻은 2대 자손들은 ‘둥글고 황색 : 둥글고 녹색 : 주름지고 황색 : 주름지고 녹색’의 표현형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9 : 3 : 3 : 1이었다. 멘델은 이 결과를 ‘두 쌍의 대립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마] 유전자 속에 담겨진 유전 정보는 ‘DNA → RNA → 단백질’의 순서로 전달되어 발현되며, 이와 같은 유전 정보의 흐름을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DNA 분자 속의 염기서열 순서에 근거하여 mRNA가 만들어지는 전사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mRNA 속의
염기서열이 번역과정에 의해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한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 개체의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다.

1. 위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멘델은 자신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를 발견하였다. 멘델이 자신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던 가정은 무엇인지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10점]
2. 위 제시문을 읽고, 멘델이 자신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한 독립의 법칙을,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행동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단,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5점]
3. 멘델이 단성잡종을 이용한 자가교배에서 얻은 2대 자손 중 동형접합인 자손이 특정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유를 제시문 [마]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15점]

1쪽 중 1쪽(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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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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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2018년 10월 국제천문연맹은 우주 팽창에 관한 발견을 바르게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과학용어 “허블 법칙”을
“허블-르메트르 법칙”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실제로 조르주 르메트르가 에드윈 허블보다 2년 먼저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하고 논문으로 출판하여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빅뱅(대폭발)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림1]은 허블-르메트르
법칙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등장하는 허블 상수는 현재 시점에서 비교적 가까운 우주 어디를 보든지 비슷한 값(약 70 km/s/Mpc)으로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수라고 불린다.
[나] 지표에서 수직으로 총을 쏘았을 때 위로 올라가는 총알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이때 빅뱅(대폭발) 시점은 총을 쏜 순간에,
후퇴하는 은하는 총알에, 그리고 우주의 물질 밀도는 지구 중력의 효과에 비유할 수 있다.
[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행성들은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가 응축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미행성체들과 이들의 충돌 과정 속에
탄생하였다. 지구 형성 초기의 원시 지구는 현재와 비교할 때 많이 달랐는데, 약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난 큰 변화에 의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시 지구에서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어 철과 니켈 등 무거운
성분이 가라앉아 핵을 형성했고, 이후 지구가 지구보다 작은 다른 천체와 대규모로 충돌하면서 지구는 지금과 같은 크기가 되었고 달이
만들어졌다.
[라] 지구는 [그림2]와 같이 지구 중심에서 지표 방향으로 나아가며 고체 상태의 내핵, 액체 상태의 외핵, 암석질의 맨틀, 가장 겉껍질인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으로,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25%에 달한다. 달의 내부 구조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핵과 맨틀, 그리고 지각으로 이어지는 층상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달의 핵은 지구와는 달리 내핵과 외핵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 고체 상태이다.
[마] 토양은 소중한 지구의 자원으로,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형성되는데 암석의 풍화물 외에도 물과 약간의 유기물, 그리고 공극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은 생물권과 무생물권의 연결고리이자 지구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달의 표면도 “달의 토양”으로 덮여
있다.

[그림1] 허블-르메트르 법칙

[그림2] 지구의 내부 구조

1. 머리털자리 은하단은 ‘우리은하’로부터 약 100 Mpc 거리에 있다. 이 은하단 중심에 있는 은하 NGC 4874의 우주 팽창에 의한 후퇴 속도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허블-르메트르 법칙에 따를 때 ‘우리은하’와 NGC 4874 사이의 거리가 0 이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
T(단위: 년)는 얼마였을지 산출하고, 왜 허블 상수의 존재가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논하시오. (참고: Mpc ≃ 3 x 1022 m,
1년 ≃ 3 x 107 s) [10점]
2. 우주에 별, 행성, 은하 등 질량을 가진 천체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허블 상수가 먼 과거, 예를 들어 우주의 나이가 지금의 1/10
이었을 때에 같은 값이었을지 논하시오. 단, 암흑 에너지의 효과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산출되는 우주의 나이와
[문제1]에서 구한 T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 논하시오. [10점]
3. 행성이나 위성에서 자기장의 형성이 금속질의 핵이 특정 상태일 때, 그리고 핵의 반지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행성이나 위성 반지름의 약 30%
이상일 때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때 지구와 달에서 핵의 반지름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자기장의 형성 유무를 비교하고,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그러한 비율로 지구와 달의 핵이 형성된 과정을 유추하시오. 단, 달의 전체 평균 밀도는 4.5 g/cm3, 달을 구성하는 맨틀의 평균
밀도는 4.4 g/cm3, 핵의 평균 밀도는 11 g/cm3 으로 가정한다. 또한 달 지각의 밀도는 맨틀과 같다고 가정하고, 깊이에 따른 온도와 밀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참고:

 




 ≃  ,  ≃  ,  ≃  ,  ≃  )

[12점]

4. 지구와 달의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작용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토양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8점]

1쪽 중 1쪽(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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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인문학인재계열, 사회과학인재계열)

면 접 구 술 시 험

문 제

〔수험생용〕
(가)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도, 선행을 할 수도 없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
촌이거나 삼촌이고,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친족, 이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
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
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현대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상은 낯설 뿐만 아니라 경악스러울 수 있다. 개인주의에 의하면 자
아는 그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위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나는 어떤 노예도 소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흑인 미국인들에게 미친 노예제도의 폐해에 대한 어떤 책임도 거부하
는 현대의 미국인들에 의해 표현된다.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가질 수 없는 자아이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역
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로부터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내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
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존재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물려받은 존재이다. 즉 어느 정도는 나의
현재 속에 존재하는 특수한 과거인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말
하자면 나는 ―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 전통을 담
는 그릇이다. 특정한 실천을 통해 계승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통이 결코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전통들로
부터 고립되어 실존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실천은 옛것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이 아니다. 전통에 대한
적절한 감각은 과거에 근거해 현재를 위한 미래의 가능성들을 파악함으로써 표현된다. 살아있는 전통들은,
그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래를 마주보게 된다.
(나)
근본생태주의자들에게 좋은 삶은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실현 과정과 관계가 있다. 자기성찰은 사소하고,
피상적이며, 일시적인 이익을 넘어 더 깊고,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근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즉
좋은 삶은 근본적이고 참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며, 결국 참된 자기 이익이 인간의 선(善)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아 또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기의 의식적인 신념, 욕구, 내용들로 구성되는 ‘피상
적 자아(self)’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아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참된 본성으로서, 자연과 함께 있는
‘큰 자아(Self)’이다. 이 ‘큰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는 자기성찰은 인간과 비
인간, 자기와 타자(他者) 사이의 어떤 확고한 존재론적 구분도 없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큰 자아’의 이
익을 자기 이익으로 보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가족
과 친구,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과 하나인 존재로 볼 때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고 여기지만, 근본생태주의는

전체 3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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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 자아의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며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추구한다.
또한 근본생태주의자들에게 생명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가고 번성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기
나름의 삶을 전개하고 ‘큰 자아’의 맥락 안에서 자기를 실현할 평등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모든
유기체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실재는 상호 연관된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본질적 가치에서 동등하다. 즉
생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것들이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공동체의 구성
원이기 때문에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본생태주의자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
의 간섭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공동체는 주위 환경과 조화롭고 자기 조절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이념, 즉 에코토피아의 이념이다.
(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자아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은 본능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큼 매우 자연스
럽다. 이러한 자아 감정은 모호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개인이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자라나면서 경험에 의해 발달하고 구체화된다. 사회적 자아란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으
로, 마음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아 감정은 사회의 일반적인
삶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삶에서 특이하거나 구별되는 측면을 의식한 결과이다. 자아는 살아 있는 세포의 핵에 비유할 수 있
다. 세포의 핵은 핵을 둘러싼 물질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물질들로부터 형성
된, 하지만 훨씬 더 활동적이고 조직화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자아를 ‘반사된 자아’, 또는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나 행동 등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
한 사회적 자아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
한 상상과 그러한 모습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상상, 그리고 자부심이나 굴욕감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요소, 즉 내가 상상하는, 나에 대한 타자
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내게 자부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상상하는,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결정된다. 대체로
우리는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감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겁쟁이라고 여기게 된다.
자아라는 감정은 개인적 이해(利害)와 거리가 있는 보편적 사랑과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사랑은 개별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정한 한계를 짓지 않는 반면, 자아 감정은 우리가 겪는 감정의 일부분을 보호하고, 경계를 긋고, 자신만
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조건없이 삶의 경험을 접하게 하고 다
른 하나는 그것을 개별화한다. 건강한 마음에서는 이 두 영역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우리는 한편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진정으로 사랑해온 것들을 자아라는 성(城)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자
신의 일부분으로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한 자아가 확립된 후에야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감이나 사랑을 할 수 있다.
(라)
“마을 어른들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마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 달라졌으니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과 모양새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에 12대째 살아오고
계신 저희 큰아버지 말씀을 들어 보면 예전에는 지극 정성으로 당신(堂神)을 모셨다고 합니다. 시골에는
마을마다 모시는 신(神)이 있는데 이 신을 ‘당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큰댁이 제관*을 자주 하셨는데 원래
시골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에서 맡는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마을 제관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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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맡으면 아들도 제관을 맡고, 할아버지가 마을 풍물패 상쇠**를 맡아 꽹과리를 치면 아들도 꽹과리를 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보상이 뒤따르는 것도 아닌데 다들 으레 해야 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을을
위해 헌신했지요.
저희도 보고 배운 게 그런데 왜 전통이 소중한 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옛날부터 하던 일이
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무조건 헌신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
라도 마을이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앞서 서로의 합의 하에 최대한
공평하게 역할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나무가 들어서 있는 당숲***을 옮기자는 것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겁니다. 이제껏 공동의 이익을 배분
하는 것이나 그 이익을 마을 어린이집과 마을 학교에 투자하는 것 역시 의논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마을은 매우 가난한 동네였어요. 콩 농사를 지어서는 특별히 살림살이가 나아질 일이 없었지요. 그러
다가 IMF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콩 재배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내다팔면서 마을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촌체험마을
에도 선정되고 지자체 지원 받아 두부 브랜드도 새로 만들었지요.
홈페이지도 활성화되고 이래저래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기존 제작 방식
으로는 주문량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공장 일이 힘들어지면서 일의 배분 문제 등에서 마을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큰 공장을 짓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개인 소유 땅
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당숲이 있는 자리에 두부공장을 짓자는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만한 입지 조건을 가진 땅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숲을 무조건 헐어내고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몇 년 전부터는 마을 당신을 모
시는 제사를 거의 지내지 않고 있어요. 당숲을 좀더 넓은 곳으로 옮겨 마을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는 게 우리 살림
살이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 제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 마을 풍물패 상쇠: 마을 공동의 노동, 의례, 놀이 등을 행할 때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치고 춤을 추며 판을 이끄는 무리
패의 우두머리로 꽹과리를 친다.
*** 당숲: 한국의 전통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의 종교적 대상이 되는 신을 당신(堂神)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을 지키는
당신은 나무(당나무)나 작은 집(당집) 등으로 표현되는데, 그런 당나무나 당집이 숲속에 자리잡은 경우에 이 숲을 ‘당숲’이
라 부른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아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1-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아실현의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라)는 마을의 당숲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마을 주민을 인터뷰한 자료다.
제시문 (가)와 (나) 각각의 논지를 근거로 이 주민의 주장을 옹호, 또는 반박하시오.

전체 3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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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과학공학인재계열·IT명품인재계열(학습역량평가)]

면 접 구 술 시 험

문 제

〔수험생용〕
[문제 1]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  ,  는 각각 집합      의 부분집합이고,

∪∪        이다.
(2)  와  는 각각 집합   의 부분집합이고,  ∪     이다.
(3)  ∩    ,  ∩   
(4)        ≥ 
[1-1]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 집합    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2]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   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문제 2]
구간    에서 연속이고, 다음을 만족하며,      인 함수    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하면 예를 하나 찾고,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설명하시오.

전체 1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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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IT명품인재계열(융합적합성평가)]

면 접 구 술 시 험

문 제

〔수험생용〕
● 주어진 제시문을 읽으시오.
제시문과 관련된 집단토론 주제는 토론장 입실 후에 알려드립니다.
[기술 1. 개인용 비행체]
개인용 비행체는 오늘날 도로 위를 달리는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말한다. 현재 국내 연 수십조원에 이르는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
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 안전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술 2. 시공간 제약 없는 오피스]
언제 어디서나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가상 오피스 환경을 제공한
다. 회사가 밀집된 도시에서 발생되는 공해, 교통 체증, 주거지 부족, 범죄
율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일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기술 3. 스마트 홈]
집 안에서 사용자에 최적화된 편의성과 쾌적함을 제공하여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로 인하여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단, 일부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기술 4. 배양식품]
배양하여 만드는 고기로, 배양액 100L가 있으면 수십kg의 고기를 만들 수
있다. 기존 축산업과 비교할 때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1%의 토
지, 2%의 물만 필요하며 온실가스 90%를 감축할 수 있다. 단, 축산업계 붕
괴의 우려가 있다.

전체 1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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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해당 모집단위
*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 아시아학부
* 융합인문사회계열
*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용
Yonsei University Early Admissions 2019
Asian Studies Division /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Question 1] Answer in Korean.
Passage 1:
I had worked hard for nearly two years, for the sole purpose of infusing life into a
lifeless body. For this I had deprived myself of rest and health. I had desired it with
a passion that far exceeded moderation; but now that I had finished, the beauty of
the dream vanished, and breathless horror and disgust filled my heart. Unable to
endure the aspect of the being I had created, I rushed out of the room and continued
a long time pacing up and down in my bedroom, unable to compose my mind to
sleep. At length weariness overcame me, and I threw myself on the bed in my clothes
and slept. ... Some time later, I awoke from my sleep with horror; a cold sweat
covered my forehead, my teeth chattered, and every limb shook; when, by the dim
and yellow light of the moon, as it forced its way through the window shutters, I
beheld the repulsive monster whom I had created. He held up the curtain of the bed;
and his eyes, if eyes they may be called, were fixed on me. His jaws opened, and he
muttered some inarticulate sounds, while a grin wrinkled his cheeks. Oh! No person
could stand such a horrible appearance. I had gazed on him while unfinished; he was
ugly then, but when those muscles and joints were rendered capable of motion, it
became a thing such as nobody could have conceived.

페이지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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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above passage and putting yourself in the monster’s
position, describe what emotions you think the monster experiences upon his
encounter with the narrator? In the real world today, who might identify with how the
monster feels?
예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숙지한 후에, 화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 ‘몬스터 (monster)’가
느낀 감정을 몬스터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오늘의 현실세계에서 몬스터가
느낀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Based on your general reading and experiences, what exactly is a monster? Is the idea
of monsters useful or is it harmful?
지원자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몬스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개념과 기준을 제시해 보시오. ‘몬스터’란 개념이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설명해 보시오.

페이지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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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 Answer in Korean.
Passage 2:
The work of building an electric streetcar railway from the Governor’s residence,
outside the West Gate, through the heart of Seoul to the new tomb of Empress Min,
beyond the East Gate, was begun last year, and completed in May of the present year.
For several days in May the cars ran over a portion of the route; the service was
liberally patronized, and the enterprise appeared to be well established. On the 26th,
however, when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and a few guests were en route to the
imperial tomb, the first accident occurred—the child of a native was caught under
the wheels and killed. But it so happened that the population of Seoul had for weeks
been indulging in somewhat unscientific speculations as to the cause of a drought
which affected the land, and now they either thought or pretended that the cause
had been discovered. To quote from the Korean Repository: “The electric wires,
some say, cut off the influence of Heaven; others affirm that as the powerhouse is
built on a sacred spot, there can be no rain until the obstruction is removed.” The
people lost their self-control, stoned the company’s employees, battered the car to
pieces, and threatened to destroy the powerhouse. At this juncture the authorities
gained control and order was restored.
In the passage above, how might the Seoul people’s “unscientific” reactions to the
above-described technology be understandable, and perhaps even justifiable?
위의 예문을 토대로, 예문에서 언급된 기술에 대해 당시 서울 사람들이 보여준
“비과학적”인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Drawing upon your knowledge of history and current affairs, do you think the benefits
of technology outweigh the valuable aspects of culture that may be lost by its adoption?
Illustrate your answer with appropriate examples.
지원자의 지식과 상식을 활용하여, 기술을 수용할 때 얻게 되는 혜택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잃게 되는 문화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단 하시오.
그리고 적절한 사례를 들어 입증 하시오.

페이지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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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Answer in English.
“Whoever fights monsters should see to it that in the process he does not become a
monster.” Imagining your future life, how would you deal with the monsters you
encounter?

페이지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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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해당 모집단위
* 언더우드학부(생명과학공학)
* 융합과학공학계열

학생용
Yonsei University Early Admissions 2019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cos 

[문제]  이 임의의 자연수일 때, 함수     sin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cos 

[Problem] Let  be a positive integer and let     sin  

.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Question 1] Answer in Korean.

(a)





   와 (b)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Evaluate (a)





   and (b)







   .



[Question 2] Answer in Korean.

 






 
   라 할 때, lim 
 의 값을 구하시오.
→∞    



 
  if  
Evaluate lim 

→∞    







   .



[Question 3] Answer in English.

“Whoever fights monsters should see to it that in the process he does not
become a monster.” Imagining your future life, how would you deal with
the monsters you encounter?

총 1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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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면접구술시험

문제

[면접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의 두 그래프는 동아리, 조모임 같은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의사소통 양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이다. 동질성은 구성원들 간의 성향이나 특성이
비슷한 정도를 뜻한다.

그래프 1. 집단 내 동질성과 의사소통 양상

그래프 2. 집단 내 동질성과 성과
100

12

집단의 작업목표 달성율(%)

집단 내 반대의견 제기횟수

90
10
8
6
4
2

80
70
60
50
40
30
20
10

0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집단 내 동질성

집단 내 동질성

(1: 매우 낮음 ~ 9: 매우 높음)

(1: 매우 낮음 ~ 9: 매우 높음)

문제 1. 위 두 개의 그래프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문제 2. 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모임이나 동아리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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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용]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면접구술시험 문제
〔수험생용〕
아래는 유럽의 한 국가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 1은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기 1년 전을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이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2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이
그래프 1에서 빗금으로 표시한 영역의 넓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 2에서 ‘친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을 뜻하고,
‘외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을 뜻한다. ‘소득비율 = 0’은 할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 1] 그래프 1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그래프 2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1쪽 중 1쪽

- 21 -

[오후용]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면접구술시험 문제
〔수험생용〕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말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자 120명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연탄 나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40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Ÿ

집단 1: 이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행사 전에
지급받았다.

Ÿ

집단 2: 이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을 받는 이웃들이 고마움을 담아 적은
손편지와 소정의 선물을 활동 전에 전달받았다.

Ÿ

집단 3: 세 번째 집단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래의 그래프 1은 이번 행사에서 각 집단이 3시간 동안 배달한 연탄의 총 합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년 후에도 같은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불러서 연탄
나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때는 아무 집단에게도 수고비나 선물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그래프 2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 1] 위 그래프 1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그래프 1과 2를 비교할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실제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전체 1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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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국제)/기회균형]

면 접 구 술 시 험

문 제

〔수험생용〕
※ A 중학교에서는 최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생태 및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는 내용의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고,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도서목록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
였다. 학생들은 여섯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교육 시간을 이수하였다. VR 교육 실시
후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은 2학년 학생들의 ‘교육기간에 따른 VR 교육내용 이해도’
를 측정하고, ‘VR 교육시간별 권장도서의 독서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2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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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다음 그래프는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 교육을 받은 위 A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인지•사고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지•사고력 측정은 VR 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이루어졌으며, 그래프에 표시된 값은 측정 영역별 평균값을 의미한다.
위 두 그래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래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 인지•사고력 측정 영역
A 공간 지각
B 비판적 추론
C 디지털 정보 습득
D 창의적 사고
: VR 교육 실시 전
: VR 교육 실시 후

<문제2> 다음 그림은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 교육을 받은 위 A 중학교 교내에서
2학년 학생들 사이에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은 VR 교육
이후에 발생했는데, 문제 1번의 그래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에 나타난 상
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시오.

전체 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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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면접구술시험문제
[면접문제]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문제1]
1) 위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재활용되는 컴퓨터와 버려지는 컴퓨터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2) 이 현상이 지속되면 환경과 전자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 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문제2]
환경정책가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1/1 [현재 쪽] / [전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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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시모집 국제계열

면 접 구 술 시 험

문 제

〔수험생용〕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점 만점)

<제시문 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제시문 나>
미국 고등교육신문의 웹사이트(chronicle.com)에서 한 달에 무려 3000여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 학생이 하루 평균 100여건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깨어 있는
동안 매 10분마다 거의 한 번꼴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 학생은
10분 이상은 혼자 있어본 적이 없는 셈이고, 이는 그 학생이 혼자서만 지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그 학생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볼 만
한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사실 그 학생이 홀로 있지 않게 된 상황
이 바로 혼자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온라인의 가상 세계와 연결되어있는 동안 놓쳐버린 것은 없을까? 결국 외로
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

- 26 -

를 놓쳐버린다. 놓친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
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인간끼리의 의
사소통에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

<제시문 다>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영국 BBC 등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
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17년 발표
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은 혼자 사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 외로움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인구가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
었다. 또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수준
의 해를 건강에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는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을 설명하시오. (50점)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문제 2-1) 제시문 <나>에 드러난 10대 청소년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다>의 경우처럼 당신이 한국의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
관으로 임명된다면, 노인층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
지 말해보시오.

전체 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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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시험 수학 2번 문항 오류 증빙자료
아래는 [제시문 2]에서 주어진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가 연속 함수가 될 수 없음을 보이는 증명
입니다. 아래의 증명과정은 문제에서 정의된 함수    가 연속함수가 아님을 밝힌 것으로 증명과정, 사용된
개념 등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   ≤ 



         


나      
다





      



위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함수          이라 두면 조건 가 에 의해서
 ≤    ≤  이 성립하고 조건 나 에 의해서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성립하고    ≥  이므로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의 식에서





          



그런데

    임을 알 수 있다



에 의하여    가 주기가  인 함수이므로





      



과





로부터





    임을 알 수 있으며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건 다 에서







      이므로





          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로부터        ≥  이므로          이어야 하고 따라서      또는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또는      라는 것과 동치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가 연속이라면   는 상수 함수로서      또는      이어야만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조건 다 에 모순이다
연속이라는 조건을 제외하면 제시문 에서 주어진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를 주기가  인 함수로서 구간  ≤    에서

 ≤    


    

 ≤    


로 정의하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나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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