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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로벌리더 면   구술고사 문제(인문계)

※ 오전

[문제 1]

최근 한국의 걸그룹인 소녀시대와 카라 등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침체상태에 있는 한류에 새바람

을 일으킬 전략상품(Killer Contents)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 오랜 연습생 시절을 

통해 길러진 높은 무대 완성도 등이 이들이 가진 경쟁력의 요인들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적잖은 사람들

은 걸그룹의 이러한 “경쟁력”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폐해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문제 2]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해충에 끄떡없는 콩’ 등 특정한 유전자의 삽입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농작물

들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Genetically-Modified Crops)의 상품화는 인류의 식량문

제를 해결하고 특정 작물의 기능적 강화를 통해 양질의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만 여전히 위험의 요소는 남아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들에 대해 설

명해 보시오. 

※ 오후

[문제 1]

미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한류의 성공에서 보듯이 세계화시대에 국가 간 문화 유통과 수용은 일상적일 

뿐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문화가 자국문화에 끼치

는 영향력에 대해 가지는 우려와 반감 역시 여전히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시켜 설명하시오.

[문제 2]

현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과

학기술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윤리의식

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왜 과학자들에게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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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로벌리더 면   구술고사 문제(자연계)

※ 오전

[문제 1]

컴퓨터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모두 0과 1 두 가지 값을 갖는 binary digit (bit)의 집합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러한 bit의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수 체계는 2진수 체계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유 때문에 8진수 및 16진수 체계 등으로 bit의 집합을 표현하기도 한다.

(1) 다음 두 수의 차를 8진수와 16진수로 변환하여 계산하시오.

1111110010101001110001012 와 1100101110011001110001012

(2) 2진수로 비교하는 것과 10진수로 변환하여 비교하는 것과 8 또는 16진수로 변환하여 비교하는 것,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사람의 연산 용이성 (2진수에서 진수변환 하는 것 포함) 측면에서 가장 좋은

지 설명하시오.

(3) 앞 (2)번 문항에서 연산 용이성이 가장 좋은 수 체계(들)의 특징을 정의하시오.

[문제 2]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해충에 끄떡없는 콩’ 등 특정한 유전자의 삽입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농작물

들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Genetically-Modified Crops)의 상품화는 인류의 식량문

제를 해결하고 특정 작물의 기능적 강화를 통해 양질의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만 여전히 위험의 요소는 남아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들에 대해 설

명해 보시오.

※ 오후

[문제 1]

어느 나라에 최초로 남녀 60명이 30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 나라가 아래의 가정 하에 처음부터 

30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 나라의 인구수는 얼마가 될지 추정해 보시오. (단, 남녀 성비는 동일하며, 

모든 남녀는 일부일처제로 결혼하여 가구당 평균 4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한 세대

는 25년으로 하고 개인의 평균수명은 75세로써 자연사 이외의 원인에 의한 인구 감소는 없다고 가정하

시오. ≅으로 근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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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현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과

학기술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윤리의식

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왜 과학자들에게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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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로 특기자 면   구술고사 문제(자연계)

※오전

【문제 1】

로봇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까렐차뻭은 인간의 본질은 

잊은 채 물질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무표정한 현대 사회의 인간을 로봇이라는 새로운 창조물로 묘사하였

다. 과거의 자동인형이나 자동 기계장치는 더 이상 로봇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

된 산업용 로봇은 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에게는 로봇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SF 영화를 보고 자란 일반

인의 눈에는 로봇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로봇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정의가 존

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로봇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를 답하고 그 이

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최근 도심의 고층 빌딩, 기차역, 공항 등 외벽이 모두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현대 건물이 생겨나면서 건물 

외벽을 청소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등의 인적 피해가 큰 문제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창 바깥쪽을 타고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한다.

건물의 외벽은 100장 이상의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는 유리창을 지지하기 

위해 금속 혹은 복합 소재의 창틀이 있다. 청소 로봇이 하나의 유리창에서 다른 유리창으로 이동할 때 

창틀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리창의 면은 중력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한

다.

이러한 유리창 청소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1) 로봇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정의하고,

2)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3) 각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 로봇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설계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오후

[문제 1]

과거에 공장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되던 로봇이 최근에는 교육, 예술, 의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융/

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반 교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교

보재로서의 로봇, 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교사 보조 로봇, 로봇의 전문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실험기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로봇을 활용한 융/복합 분야는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참신한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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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교사 보조 로봇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자.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로봇

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영어 수업에서 교사를 돕는 교사 보조 로봇이다. 본인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

라고 할 때,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모바일 로봇은 댄스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

용하여 똑같은 댄스 동작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전체 동작 데이터는 첫 번째 로봇이 가지고 있다. 첫 번

째 로봇은 동작 데이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두 번째 로봇에게 통신으로 전송하고, 두 번째 로봇은 첫 

번째 로봇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동작을 수행한다.

사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내부의 시스템 클록만 차이가 있고 다른 하드웨어 사양이나 내부 소프트웨

어는 같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로봇은 내부의 시스템 클록이 100 분의 1초의 주기를 가지고, 두 번째 

로봇은 101 분의 1초의 주기를 가진다고 하자.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없다고 가정

하더라도 두 로봇의 시스템 클록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로봇이 표현하는 동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커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두 로봇 간의 동작을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동기화 과정

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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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리더십우수자 면   구술고사 문제(인문계)

※오전

[문제 1]

유명 화가의 작품이 그려진 가전제품의 예에서 보듯이 예술과 대중상품의 결합을 의미하는 아트 콜라보

레이션(art collaboration)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문제 2]

기술 집약 제품의 시장개발 전략은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폐쇄형 전략은 하

나 또는 소수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기술을 소유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확대한다(예: 애플의 아

이폰). 반면, 개방형 전략은 기술을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참여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한다(예: 구글의 안

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진영). 이 때 공개하는 범위는 기술자체 뿐 아니라 개발환경 및 유통채널까지 포

함하기도 한다. 

폐쇄형 전략은 해당기술 자체를 제품(예: 스마트 폰)과 서비스(예: 스마트폰용 앱)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

는 반면, 개방형 전략은 개방한 핵심기술이 아닌 부차적인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예

를 들어, 구글은 안드로이드 폰과 구글의 인터넷기반 서비스 등을 연동하여 서비스 매출수익을 증가시키

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①응용프로그램 개발 용이성, ②보안성, 그리고 ③지적재산권(영상, 음반 등 포함)의 보

호는 매우 중요한 시장지배력 결정요인이 된다. 이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을 선택해 폐쇄형 

전략과 개방형 전략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오후

[문제 1]

뉴욕, 런던과 도쿄처럼 많은 인구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자원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메가시

티’(mega city: 거대도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학자들은 네트

워크와 창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메가시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사회발전의 맥락에서 메가시티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문제 2]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신의 창조라고 한다면, 인간의 창조는 기존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모

방적 배치, 다른 영역과 소통하게 하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처럼 인간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모방의 긍정적 영향력이 발휘된 실제 사례를 자신의 전공과 연관하여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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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리더십우수자 면   구술고사 문제(자연계)

※오전

[문제 1]

1()의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 모양의 물체 1몰(mol)이 있다고 하자. 이 물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연

속해서 2등분하여 분할된 한 개의 셀의 부피가 지속적으로 작아져서 물체의 분자 크기까지 되려면 최소

한 몇 번까지 분할해야 해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또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할된 물체의 총 표면적은 어

떻게 되는지 계산하고, 지구의 표면적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시오. (단, ≅ 으로 근사시킨다)

[문제 2]

기술 집약 제품의 시장개발 전략은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폐쇄형 전략은 하

나 또는 소수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기술을 소유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반면, 개방형 

전략은 핵심기술을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참여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한다. 이 때 공개하는 범위는 기술

자체 뿐 아니라 개발환경 및 유통채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

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은 폐쇄형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진영은 개방

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폐쇄형 전략은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예: 스마트 폰)과 서비스(예: 스마트폰용 앱)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반면, 개방형 전략은 공개한 핵심기술이 아닌 부차적인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안드로이드기반 스마트 폰과 구글의 인터넷기반 서비스 등을 연동하여 서비스 

매출수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① 응용프로그램 개발 용이성 및 ② 시스템의 보안성 그리고 ③ 콘텐츠(영화, 음반 등)

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매우 중요한 시장지배력 결정요인이 된다. 이 세 가지 결정요인 측면에서 폐쇄

형과 개방형의 두 전략의 장단점을 논하고, 어느 전략이 우월하다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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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문제 1]

 ln sin 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전체 실수 공간에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가?

(2) 함수의 주기성 여부를 밝히고,  ≤  ≤ 의 그래프를 그려라.

[문제 2]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신의 창조라고 한다면, 인간의 창조는 기존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모

방적 배치, 다른 영역과 소통하게 하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처럼 인간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모방의 긍정적 영향력이 발휘된 실제 사례를 자신의 전공과 연관하여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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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일반 형 면  시문제(인문계)

<전 계열 공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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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등 기존의 언어 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언어 규범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최근 

경향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경향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

적인 현상으로 지양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2.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과 형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요하

게 생각되어 온 일들의 경우에는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존중되는 전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나 장례 문화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과 형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신

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3. 국가 간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9ㆍ11 사태 이후 국가 간의 전쟁 못지

않게 테러에 대한 공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포는 테러 행위 자체와 그런 행위를 하는 테러 

세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테러가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과 억압의 산물이며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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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도 있고 실제 대화에서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말의 경어

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경어법은 잘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할 특징인지 지양되어야 할 특징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5. 이론이 없는 실천은 무모하기 쉽고 실천이 없는 이론은 공허하기 쉽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이론과 실

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실천의 측면에서 이론을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론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는 경우

가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존재 가치와 기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6.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

의 보편 문명(general culture)의 탄생을 예견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세계 시장의 형성이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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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장을 제패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기세는 이러한 예견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문명

의 단일화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서 다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

편 문명 체제와 다문명 체제 가운데 세계화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체제는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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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영어는 우리말보다 우수한 언어라고 결론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언어와 언어 사

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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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능력보다 학벌을 중시하고, 일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모두 차지하

는 누적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교육 수요자들의 노력도 여

전하다.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는 주장과 좋은 대학을 만들자는 주장은 일견 모순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이런 두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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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태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 이외의 일부 이

슬람 국가에서도 태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벌에 대한 인식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태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이라는 이유로 

태형을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 태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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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계열 전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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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贊反 立場이 갈등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병에 찬성하는가? 찬성한다면 국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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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정부군의 발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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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법안의 통과 이후 고용주들이 비정규직의 契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

직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轉換에 찬

성하는가?

4. 보안 등을 위해 관공서는 물론 백화점, 은행, 놀이터, 심지어 승강기 안까지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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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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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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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들은 자유경쟁 체제의 강화가 社會的 弱者에 대한 보호 문제와 빈부격차의 확대 등을 야기할 것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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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teledemocracy)라는 영역이 개척되고 있으

며,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자연공학계열 전공 문항 -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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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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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게 될 확률을 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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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독립적으로 선택할 경우에 실근을 가지는 쌍의 수를 라 할 때 이 확률변수 의 확률분포를 구체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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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B를 만들

었다.

A BA B

(1) 두 직사각형 A, B가 닮은꼴이려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는 얼마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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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A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는 얼마인가?

(3) 그림과 같이 A를 대각선  로 접었을 때 두 꼭짓점 D, E 사이의 거리가 의 길이의 반이 되려면 A

의 짧은 변과 긴 변의 비가 얼마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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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ℓ

D E

ℓ

A

ℓ

D E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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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10명의 학생의 키의 참값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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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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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

체적으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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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접을 치렀다. A문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60점, B문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50

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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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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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심층면 Ⅰ문제  해설(인문계)

※ 아래의 3개 문제 중 1개 문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문제1>

최근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체벌금지와 두발ㆍ복장 자율화, 야간자율학습 자율적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현재 이 조례 제정에 대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에 찬반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말하시오.

<문제2>

최근 ‘소녀시대’의 싱글 앨범이 일본 최고 권위의 음반판매 조사 순위인 오리콘 차트에서 일간 순위 1위, 

주간 순위 2위에 올랐다. 그 외에도 ‘카라’ 등의 국내 여성그룹들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제2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문화우월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한류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시오.

<문제3>

얼마 전 배추값 폭등으로 배추 한 통의 가격이 무려 만 오천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배추값 폭등

의 원인과 관련하여 유통과정에서 대량으로 사재기를 하는 유통업자들이 물량을 풀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간수집상을 가격 폭등의 배후로 지목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중간수집상은 이러한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추의 유통과정을 예로 들어 중간수집상과 같은 도매상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문제1>

- 핵심어 :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야간자율학습

- 출제의도 : 학생들이 자신들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

리와 의무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

였다.

<문제2>

- 핵심어 : 소녀시대, 한류현상, 문화우월주의, 민족주의

- 출제의도 :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 민족주의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문화의 소비 양상에서 나타나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3>

- 핵심어 : 중간수집상(도매상)의 기능, 원료공급기능, 금융지원기능, 출하 및 판매기능

- 출제의도 : 본 문제는 배추 유통과정상 중간수집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 수험생이 어떤 문제의 

양면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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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심층면 Ⅱ 문제  해설(인문계)

※ 아래의 3개 문제 중 1개 문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문제1>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고 하여 ‘배우고 익

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아는 것이 근심을 가져온다(識字憂患: 식자우

환)”라고 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주

장에 대한 의견을 예를 들어 말하시오.

<문제2>

최근 김황식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반대한다고 말해, ‘복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

용이 ‘과잉 복지’라고 생각하는 김 총리의 발언은 빈부 여하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하다는 일종의 ‘선택적 복지론’에 해당한다. 반면, 김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측은 복지란 일종의 권리이

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즉 빈부나 능력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

료 이용을 예로 들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하시오.

<문제3>

특정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는 가격을 올리는 방법과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담배에 부

과되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후자와 같이 담배에 

대한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중 청소년 흡연

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설

<문제1>

- 핵심어 : 배우고 익히는 것, 교육, 학습, 즐거움(행복)

- 출제 의도 : 학생들이 문제에 언급된 두 가지 주장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두 가지 주

장에 입각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교육 혹은 학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문제2>

- 핵심어 :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과잉 복지, 권리

- 출제 의도 : IMF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성장만이 아닌 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3>

- 핵심어 : 공익광고, 경고문 부착 의무화, TV 광고 금지, 금연홍보교육 강화

- 담뱃값 정책과 청소년 흡연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묻는데 출제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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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수학과

-연속성, 0이란?

-미분가능성, 귀류법

-평균값정리

-내적, 이항연산

-수열, 호제법

-수학자

-교육과정

물리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역학에너지 보존법

칙)

-광전효과, 물질파

-전자기유도 (도선이 받는 힘)

-파동, 정상파

-물리학과 지원 동기

-물리학과 졸업 후 장래희망

-물리학과 전공 희망분야

화학과 -이상기체란 무엇인가
-기초 과학으로서의 화학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식품영양학과
-단백질의 합성과정

-생체 내 효소의 역할

-학생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낀 점

-성공한 사람의 정의와 자신의 성공모

델은?

생명과학정보

학부

-RNA와 DNA간의 차이점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간의 차이점은?

-멘델의 유전법칙

-RNA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광합성과 호흡간의 차이점은?

-생명과학정보학부 지원 동기

-장래희망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생명과학관련 서적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전기공학과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기공학과 지원 동기

-장래희망과 적성의 연관성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미분의 물리적 의미

-적분의 물리적 의미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를 미분하시오

- cos를 적분하시오

-인터넷 실명제 찬반의견

-학교 내 체벌관련 의견

-장래희망

-고교 등급제에 대한 의견

-행복의 정의에 대한 본인의 답변과 

전공분야 및 장래희망과의 연계성에 대

한 질문

명지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2차 일반 형 면 고사 문제(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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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학과

-로피탈의 정리 및 사용 예

-미분 안되는 경우는?

-함수의 정의

-     




 






  

 의 최솟값은?

ln -
-sin  를 계산하시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교육받는 이유는?

-자신의 비전은?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준비

는?

-학교생활의 애로사항은?

-장래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봉사활동에 대한 견해는?

토목환경

공학과

-의 미분은?

-sin의 적분은?

- 





 





에서 

   ∙  

-sin의 미분

-sin의 미분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교통공학과

-물리학 일반 (개념 및 원리)

-수학의 기초소양 (미적분, 통계학)

-창의적 사고능력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의 분야는?

-지원 동기

-교통문제에 대한 인사과 문제접근 방

향

-본인 소개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심층질문

기계공학과

-오늘 아침 등교하는 동안 수험생이 마찰력

을 이용한 사례를 설명하시오

-마찰력의 정의 (크기와 방향을 말하시오)

-바닷물 속의 열 (heat) 이용한 영구기관이 

가능한가?

-공기밀도가 높은 곳/ 낮은 곳에서의 골프

공이 날아가는 거리 (입자개념으로 설명)

-우주공간에서 빛으로 추진력을 얻는 로켓

의 구조? (추진원리?)

-
 



를 적분하시오

-도마뱀이 벽을 기어서 올라가는 원리를 설

명하시오

-인공위성이 궤도를 도는 원리를 설명하시

오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는?

-기계공학 관련 수상경력 질문

-기계과 지원 동기

-자기소개

-미래희망진로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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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sin

는?

- ≒일때
의 근사값은  

        

산업경영

공학과

-미분, 적분

-확률 및 통계

-순열과 조합

-산업경영공학의 세부분야중 관심분야는?

-원의 접선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sin 함수의 최댓값과 주기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학과지원 동기

-명지대 선택한 이유는?

-장래희망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자기소개

-자신의 장점, 능력은?

-자신의 단점, 약점을 말하고 보완하기 

위한 활동은?

화학공학과

-화학물질의 예

-농도의 종류

-원자번호, 원자량

-주기율표의 구성, 비활성가스

-산, 염기, 산화환원

-바람직한 대학생활은?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견해

-인터넷 댓글의 영향

신소재공학과

-log와 ln를 적분하시오
-비열을 정의하시오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sin


를 적분하시오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

는?

-면접 기초자료를 보고 질문함

환경생명

공학과

-온실기체, 지구온난화

-대기권의 분류 및 특성, 오존층

-독립영향, 종속영향

-먹이사슬, 생물량, 개체수 관계

-극성, 비극성, 주기율표, 주기, 족 설명

-BOD와 COD의 설명 및 차이점은?

-광인산화반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학과에서 제공하는 환경분야는?

-이슈가 되고있는 환경문제는?

-수학에서의 미적분/ 산화환원반응/ 온실가

스/ 신재생에너지/ 부영양화

-학과 지원의 구체적 동기와 장래희망

-학생 활동시 느꼈던 점

-자신의 장점 및 단점 극복방법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말하시오.

-사회진출시 일하고 싶은 분야는?

컴퓨터공학과

-“인도음식 어떻게 생각해”를 영작하라

-미분의 개념을 설명하라

-o/s와 응용 PGM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세대 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 라는 명

제에 대해서 설명하라

-미분의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응용 예를 설

명하라

-통계의 평균과 분산의 의미를 설명하라

-행렬과 벡터의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활용 

예를 들라

-명지대 지원 동기

-컴퓨터공학과 지원 동기

-학생의 교우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우리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학생활 

계획은?

-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한 수험생의 견

해는?

-수험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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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전통건축 지원 동기

-전통건축 전공 후 졸업 후 진로는?

-언제부터 전통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

가?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

이 전통건축 하는데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공간디자인

학과

-공간디자이너가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

는 역할은 무엇인가?

-공간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최근에 디자인 경향과 자신의 견해를 말하

시오

-가장 인상 깊었던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을 설명하시오

-본인은 공간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 평소

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시오

-최근 관심 있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

한 견해를 말하시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말하

시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으며, 그것

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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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중어

중문/일어일문/

아랍지역/영어

영문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과 이유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어의 공부의 중요성은?

-선택한 전공을 전공하고자 하는 동기는?

-영어 해석, 어휘 관련 문제

-신앙이 학생의 삶에 미친 영향은?

-교회 생활은 언제 시작했으며, 어떤 

교회 봉사를 하는가?

-본인의 비전에 대해 말해보시오

-대학생이 되어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

사학/문헌정보/

미술사학/철학/

행정

-학교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하

였는가?

-자신의 주특기는 무엇인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어떤 봉사활동을 원하

는가?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가 신앙생활

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신앙

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되었

는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가

장 우선적인 책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점?

경제/정치외교/

디지털미디어/

아동/청소년지

도

-존경하는(경제인/정치외교인/교육자)와 그 

이유?

-해당 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기독교적(경제

관/외교관/교육관)은?

-성경 속사건 中 방송으로 제작한다면?

-성경 속에서 가장 뛰어난(경제인/외교ㆍ방

송인/교육자)로서 자질을 가진 사람은?

-문화 예술을 위한 자신의 재능은?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했던 기독

교 활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정

한 경험을 말하세요?

경영/국제통상/

경영정보/법학

-본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가?

-대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인

가?

-기독교 대학인 명지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교회나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본인의 비전이나 사명은 무엇인가?

-신앙인을 비신앙인과 어떤 차이가 

명지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2차 특별 형 면 고사 문제(인문계)

※ 전형유형 : 크리스천리더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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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는가?

부동산/

부동산지적GIS

학과

-명지대학 진학 동기는?

-부동산 전공의 동기는?

-향후 수업계획은?

-졸업 후 진로와 계획은?

-관련 자격증 취득계획과 용도는?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

례?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직장과 공부 병행시 시간 관리

-고교시절 근면/성실 정도는?(결석/

지각/조퇴 횟수)

구 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국어국문/아랍

지역/철학/중어

중문

-외국어와 외래어의 차이와 예시

-한자능력 점검 : 풍전등화, 각주구검, 교언

영색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

-장래희망과 전공의 연계

-기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

-학업 이외의 관심사

-자신의 단점과 극복 노력

-리더십 발휘 사례

사학/문헌정보/

일어일문

-역사 속에서 서양인의 편협된 시각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방법

-우리 삶 속에서 도서관이 갖는 중요성은?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 갖는 기능은?

미술사학/경제/

영어영문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라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최근 배추 값 폭등원인과 대책은?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한 동기와 영어 학습 

방법

-영어영문학 졸업 후 장래희망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소양

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이수의 장ㆍ

단점은?

행정/아동/

정치외교/경영

-행정학이란 무엇입니까? 행정학 지원 동기

는?

-작은 정부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아동학을 정의해 보시오. 아동학과 지원 동

기는?

-정치학을 전공하고자하는 이유는?  6자회

담의장국은 어느 나라 입니까?

-경영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경영학의 세부

분야는?

-자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외국 유학 기간 동안 배운 점은 무

엇입니까?

-봉사단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

유는 무엇입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진학을 한 이유

는?

-본인의 교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 전형유형 : 어학우수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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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청소년지도/

국제통상/경영

정보/법학

-명지대를 선택한 이유는?

-장래희망은?

-한류와 일류(니뽄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가장 존경하는 분과 그 이유는?

-학교에서 왕따(이지매)를 당한 다면 

그 대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적

이 있는지?

-취미는?

-팀웍을 중시하나 아니면 개인 플레

이를 존중하는가?

구 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전 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습니

까?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답사를 한 적이 있습

니까?

-과학비디오를 감상한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애우를 위한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행정처리에서 미흡하다 생각

되는 점은?

-직장생활의 힘든점과 가정생활의 

힘든점은?

-장애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은?

-학급정소에서 배제되었다면 자신의 

기분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정이 겪는 고통에 대한 귀

하의 생각은?

※ 전형유형 : 문학특기자 특별전형

구 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문예창작

-평소에 문학 창작 수업을 어떻게 해 왔나?

-후배에게 시집/소설집을 추천한다면? 무엇

을? 왜?

-자신에게 영감을 준 소설 속 인물은?

-본인의 문학의 장/단점은?

-본인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스토리와 플롯은 어떻게 다른가?

-역사소설과 역사의 차이

-문학의 임무

-시와 소설 비교

-문학의 진정성이란?

-환상소설과 환상성/상상성은?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이란?

-자기치유와 사회적 효용성은?

-법은 필요한가?

-사회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칙

은?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 전형유형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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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중어

중문/일어얼문/

아랍지역

-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국어 학습의 목표와 내용

-외국어 습득과 국어 습득의 차이

-독서 내용과 이해도

-단어의 개념 구분: 번역<->통역, 

행복<->성공, 봉사<->매체

-한글의 우수성

-단어의 의미 및 개념: 외골수, 자

유, 아랍-중동-이슬람

-일본문화/중국 문화에 대한 소개와 

표현력

영어영문/사학/

문헌정보/미술

사학/철학

-영문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영문학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사학과)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는?(문헌정보학

과)

-미술사학이란 어떤 학문입니까?(미술사학

과)

-철학 책 읽어 본 것의 예를 들어 보시오(철

학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기

본 소양은?

-대학에 입학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문예창작/행정/

경제

-행정학이란?

-경제학이란?

-문예 창작학의 의미?

-관련 전공이 무엇이 있나?

-시장원리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동물은 보호되어야 하나?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 되어야 하

나?

-대학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가장 감명 받은 책은?

정치외교/

디지털미디어

-졸업 후 진로계획과 준비 요소는? 

-통일세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공익광고의 효용성

-사회적으로 필요한 TV프로그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은?

-임기 중반 이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스폰서 검사에 대한 생각은?

-꿈의 성취를 위해 스스로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가?

아동/청소년지

도/

경영정보

-경영정보학과 지원동기, 학업계획

-아동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학

문

-청소년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학문

-아동전문가의 자질/청소년 전문가의 자질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의견은?

-비행청소년 지도시 주의 할 점

-부모자녀 관계 갈등은 다루는 방법

-대학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

-경영학 전공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시 준비

한 사항은

-경영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지

-경영학 전공을 결심한 시점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대학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는

-존경하는 인물은

-리더십이란

-촛불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에 대한 

※ 전형유형 : 기회균형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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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생각은

국제통상/법학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근거

는?

-공직자 선출시 능력과 도덕성 중 무엇을 중

시할 것인가?

-한국에서 내수시장 육성과 국제화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대학교에 와서 해보고 싶은 것은?

-지방 출신인 경우 그 장점은 무엇

인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구 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전 체

-자신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한국과 해당국의 교과과정 차이점은?

-한국의 역사나 전통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은?

-한국과 해당국의 대중문화를 비교할 때 가

장 큰 차이점은?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인으로서 국제 관계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이란 무엇인가?

-‘수요곡선’에 대하여 설명하라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는?

-‘공무원’의 역할은?

-PD의 사회적 역할은?

-이상적인 TV프로그램은?

-장래희망은?

-디지털미디어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외국경험이 전공 공부에 어떤 도움?

-지원동기와 선택이유(희망)

-해외학교와 한국교육 차이점

-한국청소년의 문제점을 한 가지 뽑는다면

-전공학과 홈페이지 방문 여부

-전공분야 사전 준비 또는 경험(고등학교 재

학 중)

-전공과목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

-법의 사회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흉악범을 변호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국내경제에 미

치는 영향은?

-관심이 있거나 재미있었던 과목은?

-언론 종사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해당국 문화 중 우리가 수입해야 할 것이 있다

면?

-행복과 만족을 각 각 정의한다면?

-타문화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았던 나라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체류했던 국가의 교육과정과 우리의 차이점은?

-지도력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삶의 좌우명은?

-리더가 되려면?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군대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해외 이질적 문화 어떻게 극복?

-20년 후 아시아 모습과 자신의 역할은?

-자신의 장ㆍ단점은?

-명지대 지원 동기는?

-본인의 장점과 학과선택과의 일치점

-감명 있게 읽은 책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유

-인생의 목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교훈

-리더로써의 자질

-한국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본인의 CEO 로서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면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대학교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해외 국민들로부터 배울 점은?

-동아리 활동, 특기

-교우관계

-감명 깊게 읽은 책은?

※ 전형유형 : 재외국민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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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물리

-수학자 이름

-물리학자 이름

-물리의 법칙들

-Q.T주제 분석

-구원. 복음

-봉사영역

화학/식품영양

-화학자

-화학반응

-환경오염

-낙리문제

-봉사영역

-성경

-찬송

-Q.T,인생목표

-존경하는 인물

생명과학정보/

전기공

-생명과학정보학부/전기공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미분과 적분의 의미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는?

-졸업 후 진로는?

-태양광/풍력의 원리는?

-교회에서의 역할은?

-봉사활동은 무엇을 하였나?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있나?

-입학 후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할 것

인가?

-문화선교를 위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전자공/

정보통신공

-전자과/정보통신과 지원 동기는?

-미분 적분의 의미는?

-반도체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졸업 후 진로는?

-공대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고등학교 

전공 관련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

나?

-교회에서 역할은?

-어떤 것으로 교회에 봉사하였는가?

-신앙생활은 활발한가?

-찬양을 해보세요.

-문화선교를 위해 가장 자신이 있는 

것은?

화학공/신소재공

-에탄올, 물, 메탄올 등 분자식

-몰 개념

-밀도, 물질의 상태 등

-크리스천리더 전형에 응시한 이유

-좋아하는 찬양

-암송하는 성경귀절

-본인에게 주님의 의미

토목환경공/

교통공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나 이유는?

-자신의 적성과 지원학과의 연관성에 대

하여 설명하시오

-공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명지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2차 특별 형 면 고사 문제(자연계)

※ 전형유형 : 크리스천리더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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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을 전공한 후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기계공/

산업경영공

-공학전공을 위해 학생이 준비한 내용을 

말하시오

-학생의 어떤 적성이 공학전공에 적합하

다고 생각하나요?

-졸업 후 사회 진출하여 하고 싶은 직업

이나 일은?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리더는 누구며 이유는 무엇

입니까?

-21세기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

엇입니까?

구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수학/물리

-sin  cos  tan의 미분

-표준정규분포의 표준편차와 평균값

-케플러의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명지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보다 좋은 

점

-봉사의 목적

화학/식품영양

-화학적 결합의 종류

-전기유성도와 전자친화도

-엔트로피와 엔탈피

-몰농도

-봉사활도 내용과 그 의미

-동아리 활동과 기억나는 사건들

-학과를 택하게 된 동기

생명과학정보/전

기공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점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에 대하여

-의 미분

-ㆍcos의 미분

-F=ma란?

-인생의 목표?

-남북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대학의 역할 또는 의미는?

-가족이란?

-김정은 세습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전자공/

정보통신공

-의 미분

-의 적분

-log의 미분

-ㆍcos의 미분

-F=ma의 의미

-인생의 목표

-출신고교에 대한 나의 생각

-대학이란?

-남북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화학공/신소재공

-미분 문제(ㆍ )
-mole의 개념

-물의 분자구조

-속도, 가속도, 힘의 문제

-이상기체

-봉사활동

-리더십

-장래희망과 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전공관련 기초적인 질문

환경생명공/

컴퓨터공

-tan 적분문제

-물의 특성 설명(수소결합, 구조)

-열역학 1법칙/2법칙

-촉매반응

-속도, 거리, 가속도

-리더십

-봉사정신

-Vision 및 전공과의 관련성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성공한 가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토목환경공/ -원의 방정식 -친구와의 갈등 해결 방법

※ 전형유형 : 수학과학우수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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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

-접선 구하는 법

-기초 물리(엘리베이터 안 체중계)

-평행이론

-공정성에 대한 견해

-편등이란?

기계공/

산업경영공

-등비수열

-역함수

-직선의 방정식

-마찰력

-힘의 분력

-빈부격차 해소 방안

-기부

-부모와의 갈등 해결 방법

※ 전형유형 : 기회균형 특별전형

구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수학/물리 - 의 미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수학과 과학의 차이점(공부하면서 느

낀 대로)

화학/식품영양/

생명과학정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

-DNA구성 물질

-과학자로서 계절과 환경에 대한 생각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태도

-지방학과의 특징, 특색

전기공/전자공/

정보통신공

-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사각형의 4각 합은?

-주사위2개를 던져서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은?

-log의 미분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생각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에 관한의견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감명 깊은 

책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견

환경생명공/

컴퓨터공/

토목환경공

-모세관 현상을 설명할 것

-삼투압이란

-공유결합이란

-미분의 의미

-우함수ㆍ기함수를 설명할 것

-반장이나 부반장을 할 때 어려운 점

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을 했나?

-단점이 무엇이며 향상하기 위해 어떠

한 노력을 하나?

-학우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

게 해결을 하나?

-왜 이 전공을 선택했나?

※ 전형유형 : 재외국민 특별전형

구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수학/식품영양/

생명과학정보/

전기공/전자공/

정보통신공/

화학공/신소재공

/

환경생명공

-미분의 의미와 적용 사례

-적분의 의미와 적용 사례

-삼투압 현상이란

-산화반응과 환원반응

-회로에서 저항이란/플레밍의 법칙

-한국과 외국에서 학우들과의 관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외국생활에서 느낀 점 중에 가장 기

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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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오전>

체육학부

(체육학/사회체

육전공)

-수상경력(수상명)

-전공실기 시작연도

-특기자가 된 동기

-전공실기의 지도자

-학업 능력

-명지대 지원동기

-고등학교 생활

-입학 후 대학생활

-본인의 장ㆍ단점

-사회성 리더쉽

<오후>

체육학부

(체육학/사회체

육전공)

-학업수행능력

-특기자가 된 동기

-전공실기 시작 연도

-전공실기 지도자

-수상경력(수상명)

-명지대 지원동기

-고등학교 생활

-입학후 대학생활

-본인의 장ㆍ단점

-사회성 리더십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경기 후 전공수업강의 수강사항의 문제

점

-축구선수의 수업능력

-선수경력

-명지대 선수변화 사항

-자신의 최대장점과 단점은

-명지대학교는 운동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소개 및 PL 발표력

-흥미로운 과목과 대학에서의 전공진로

-지원동기

-장래희망

-축구선수의 기본교양

-영어실력

-장래희망은?

-출신 고등학교의 역사에 대해여?

-친구관계와 우정

-학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오전>바둑

-현재기력

-지원동기

-외국어(영어)

-예상학과활동

-최근독서

-봉사활동

-특기ㆍ장기

<오후>바둑

-학업계획

-지원동기

-외국어 능력

-읽는 책

-봉사활동

-특기ㆍ장기

※ 전형유형 : 기회균형 특별전형

구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교통공/기계공/

산업경영공
-sin의 미분값 -전공선택 이유 및 진로

컴퓨터공/

토목환경공/

교통공/기계공/

산업경영공

-미분개념 -물리법칙설명

※ 전형유형 : 특기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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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국어국문학과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의 예의

-표기법 능력, 표현력 능력, 단어 의미 구분

-고등학교 교육에서 국어ㆍ수학 과목을 가르

치는 목적과 그 이유

-국문과 선택의 이유와 동기

-국어지식/국어능력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자기 성격에 대한 장단점 분석, 기술

-장래희망 직업의 사회적 역할ㆍ의의

(교사, 작가, 평론가, 기자)

-외래어 사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문학과 인생/ 언어와 삶의 상관관계

-국어라는 말의 의미

중어중문학과

-“도광양회”란?

-제자백가 사상이란?

-중국의 역대 왕조의 나열

-중국어 회화능력 측정

-중국의 역사 인물에 대한 지식 측정

-법가사상의 대표 인물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위 변화

-인터넷 사용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장래희망과 학습 계획

-명지대학교 중어중문과의 경쟁력?

-중국과 한국의 정부지도자의 차이점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현상의 구체적 

예시

-인터넷을 통한 중국 정보 습득 정도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능력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지?

-일본어 한자 학습법은?

-일본 문화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일본 대중문화의 특징은?

-일본 문 화중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

이 있다면 설명하시오

-감명 깊었던 책ㆍ영화ㆍ애니메이션에 대해 

왜 그런지 설명하시오

-한일관계의 현안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시

오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은?

-바람직한 대학 생활은?

-지하철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생

각은?

-대학에 들어와서 꼭 해보고 싶은 일

은?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

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나?

아랍지역학과

-아랍지역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졸업 후의 구체적인 미래비전에 대해 말하

시오

-아랍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고 얻

은 정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랍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시오.

-아랍, 중동, 이슬람을 구별하고 각각을 설

명하시오

-아랍어를 처음 접한 곳은 어디이며 본인이 

보고 느낀 점은?

-레바논과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에 대한 본인

의 의견을 말하시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대한 본인

의 느낌을 설명하시오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을 말하시오

-진학 후 학업 공부 계획에 대해 말하

시오

-고등학교 은사들 중 가장 기억에 남

는 분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과 본인이 느낀 점을 말하시오

-읽은 책 가운데에 가장 감명 깊게 읽

은 책은 무엇이며 책을 통해 본인이 느

낀 점은?

영어영문학과

-영어 학습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

지?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무엇인지?

-자신의 장래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명지대 

영문과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

-영문학과 지원 동기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은?

-교우관계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에서 선

택을 한다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02)400-4000   31

모집단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졸업 후 희망직업은?

-영어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본인만의 영어 공부법은?

-원서로 읽어 본 책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싶은 한국 문학 작품은?

-이상적인 교사상은?

-고전을 왜 고전이라고 하는가?

-이 세상의 최고의 인재란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 목전에 있다면?

-삶의 최고의 가치는?

-길들일 것인가? 길들여질 것인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학과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테러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동북공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식민지 역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사학이 다른 학문과 가지는 차별성은?

-과거의 역사 사실이 현재에 가지는 의미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시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

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6자 회담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가?

-글로벌 리더의 조건과 자질은?

-긍정적인 마음을 돋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사회 정의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시오

-글로벌 리더의 조건을 이야기해 보시

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

의 자질은?

-“신의”가 사회에서 가지는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제사회에서 “정의”가 존재하는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미술사학과

-미술에 관한 도서

-좋아하는 작가

-박수근

-문화유산 답사 경험

-미술사학과 지원 동기

-미술사란 무엇인가

-박물관과 미술관

-최근 본 전시회

-미술사 공부 후 장래희망

문헌정보학과

-인터넷 정보와 도서관의 정보

-졸업 후 진로와 전공 선택

-공공도서관의 사회 국가에 대한 기여

-인터넷 정보와 도서관의 정보 관계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 학교 도서관의 

변화의 방향

-도서관의 변화의 방향

-책과 도서관의 미래 전망 예측

-아이패드와 활자책의 미래

-사서 역할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 방안

-빈부격차 해소 방안

-자신의 단점 해결 방안

-친구간의 갈등 해소 방안은?

-대학 진학 후 하고 싶은 활동

-남북 기장관계 해소 방안

-가정ㆍ사회 문제를 다룬 책 중 가장 

감명 깊게 릭은 책, 본 영화 소개?

행정학과

-행정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공무원의 윤리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양국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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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행정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행정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 이

유는?

-행정학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

-행정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봉사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은 무엇인가?

-디지털문화 (스마트폰)이 행정에 미치

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에 대한 (해결책) 

방안은 무엇인가?

-여성의 출산과 직업선택에 대한 의견

은 무엇인가?

-군가산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신뢰를 잃는 이

유는 무엇인가?

-양극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억나는 아름다운 추억은?

-학생회 간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본인의 대인관계는?

-대학에 와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은?

경제학과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어떻게 될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설명해 보

시오

-GDP와 Inflation은 무엇입니까?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장점

과 단점은?

-저출산, 노령화의 의미와 영향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의미와 필요성

-세계화 진전의 영향에 대한 찬반 논의

-지적 재산권 보호의 의미

-빈부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스크린 쿼터의 필요성

-사회 양극화의 심화 용인과 대응 방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와 대응 방안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그 

이유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와 그 방

법은?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한 경우가 생겼

을 때 대처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학생이 참가했던 봉사활동의 의미와 

소감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중요한가?

-장래 희망하는 직업의 경제적ㆍ사회

적 역할

-학생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의견

-국가의 학생에 대한 의미

정치외교학과

-G20 회의에 대하여(이번 회의의 핵심의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책 평가

-통일에 대한 의견?

-우리 정치에 있는 가장 큰 무게는?

-한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이유

는?

-외교관으로서의 가치와 소양은?

-정치관련 뉴스나 보도 중 가장 문제가 있었

-정외과에 지원한 동기

-명지대에 지원한 동기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

-정외과 졸업 후 진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문제 중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

나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의견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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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 것은?

-행정과 정치의 차이

-복지란 무엇인가?

-대통령제의 문제점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

-관심 있는 국제 NGO

디지털미디어

학과

-인터랙티브 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가치는?

-광고 기획과 홍보 마케팅의 관련성을 말하

시오

-모바일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전통미디어의 차이를 설명해 보시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한 가

지 들고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기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자질)은 무엇입

니까

-공익광고와 일반광고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말해보시오

-가장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

가 설명하시오

-동아리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

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

입니까

-살아오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

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학과

-아동학과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아동기

의 대상 연령은?

-아동학과 학부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관련하여 최

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

는 아동 관련 문제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의 주요한 인

지 발달의 차이는?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한 인성은?

-학과 입학 후 전공 수업 외 관심 있는 활동

은?

-취학 전 아동의 조기 사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 및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

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

-아동학과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아동기

의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아동학과 학부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학과 입학 후 전공 수업 외 관심 있는 전공 

관련 활동은 무엇인가?

-고교시절에 교과 외 활동으로 무엇을 

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아동학과를 지

원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의 성격의 단점 및 보완책은?

-본인이 학교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사

례는?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을 설명하고, 어

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점이 

닮고 싶은지 설명하세요

-교과 외 활동은 무엇을 했고 이 활동

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아동학과를 지

원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하세요.

청소년지도

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존공 수행을 위한 노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이해

-인권과 체벌의 차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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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법의 의미

-인터넷 대중매체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

-연예인 따라하기와 그 이유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청소년 지도학과의 졸업 후 진로를 세 가지 

들어본다면?

-인터넷 중독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대책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의 분야는?

-무상 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주

장 이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위한 정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교사와 스승의 차이는?

부동산학과

-금리와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제도에 관한 의견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정책 의견

-전공 관련 career 목표

-경영자 필수자질

-자신의 장단점

경영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란 무엇입니까

-경영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곳입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경영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곳입니까?

-면접장까지 올 때 선택한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 등에 관한 의사결정

-성공적인 기업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무ㆍ배추 파동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경영학의 세부전공 과목은 무엇인가?

-전공과목 중 관심분야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기업이란?

-여성 CEO가 적은 이유는?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이유

-사회적 기업

-비교우위와 절대 우위의 차이점

-환율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평균과 표준편차를 설명하시오

-입학 후 학업 외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자기소개서에 나온 장래희망(꿈 등)에 

대한 질문

-입학 후 수학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읽은 책 중에서의 감명 받은 부분에 

대한 설명

-CEO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장 바람직한 CEO로 아는 인물은?

-어떤 특별 활동을 하였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 개선 시 중요한 것?

국제통상학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비교

-한ㆍ미 FTA의 비경제적 효과

-기술이전의 내부자거래의 문제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유사

점

-대학 생활에서 기대하는 활동은?

-근로자들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의견

은?

-본인의 핵심역량은?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좋아하는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02)400-4000   35

모집단위 전공적성/학업수행능력 문제 기본소양 평가 문제

-시장경제란

-신자유무역주의의 의미

-OECD국제 경제기구의 기능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로얄티의 의미

-해외 직접투자의 개념

-최근 언론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국제통

상 이슈는?

-FTA 추진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KOTRA 는 어떤 일을 하는가?

-관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설명

-국제 무역이 확대되는 이유는

-국제통상 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

량과 자질

음악은? 

-타인의 일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폭력적인 시위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인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일은 무

엇인가?

경영정보학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 설명

-스마트폰과 피처폰과의 차이점?

-스마트폰 사용의 장단점?

-SNS 서비스의 기업 업무 적용 방안은?

-성격상의 단점으로 인해 경험한 낭패

와 뒷수습

-학생회 활동하면서 겪은 갈등과 그 

해소 방법

-모범상을 받은 배경

-동아리활동하면서 겪은 갈등과 그 해

소방법

법학과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

-정의란 무엇인가

-사형제도 존폐 의견

-안락사ㆍ존엄사에 대한 의견

-정의란 무엇인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허용여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아이돌 그룹의 노예계약에 대한 의견

-능력은 뛰어나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자

의 공직취임

-진범임이 확실한 흉악범에 대한 변호 수락 

여부

-기여 입학제의 허용여부

-악법도 법인가?

-법학과 지원 동기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은?

-위의 경우를 극복한 방법은?

-메달획득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의 정

당성 여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학급회장 경험

-봉사활동 경험

-CA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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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의 도함수

-(a+b),(A+B) 전개식 차이점. A, B: 2x2

행렬

-함수의 연속성, 미분가능성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수렴성

-학교자랑

-연평도사태

-지역균형 발전

물리학과

-전하가 받는 전기력과 자기력

-Faraday의 전자기 유도법칙

-운동량의 보존법칙

-대체에너지

-원자력 발전

-명지대 물리학과를 지원한 동기

-대학졸업 후 진로

-물리학의 흥미로운 분야

화학과

-원자와 원소를 구별하여 설명하라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산과 염기를 정의하라

-물 분자가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때 질량

은?

-물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라

-지원동기와 장래희망은?

-명지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식품영양학과

-식품구성탑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의 종류

-lactose가 분해되면 생기는 단당류

-특별활동/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해서 사회 기여 

방향

생명과학

정보학부

-생명정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물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염색체, 유전자, 유전정보의 상호관계를 설

명하시오

-세포내 RNA의 종류와 기능은 무엇인가?

-전사, 번역과정 차이점

-식물세포, 동물세포 차이점

-DNA, RNA 차이점

-교외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봉사활동 중 느낀 점은?

-대학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지원동기

-출신고교 자랑

-졸업 후 진로

전기공학과

-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라

-직류와 교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라

-미분과 적분의 응용 예를 들어 설명하라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라

-전기공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자신의 성격 장단점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학생회 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활동

명지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3차 일반 형 면 고사 문제(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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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s2의 미분/적분하시오

-의 미분/적분은?

-직류/교류의 차이는?

- +cos2의 미분 적분은?

동기는?

-전기공학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시

오

-물리교과목은 다 들었나?

-공대에 자원한 이유는?

-전기과와 전기공학과의 관계는

전자공학과

-

  

-전압과 전류의 차이점

-  or    
-로렌츠의 힘

-에너지 보존법칙

-

 

-교류전압의 의미?

-  cos를 미분하시오

-옴의 법칙을 설명하시오

-본인소개

-본인의 장단점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개

-연평도 포격과 우리정부 및 군의 대

응자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및 본인의 

의견

-전자공학을 전공하려는 이유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책 이외에 추

천할 만한 도서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지원한 동

기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한 느낀 점

-인터넷에 폐해

-학교생활 중의 중요 활동 및 동기

정보통신

공학과

-



는?

-    일 때 는?

-det    은?

-미분, sin미분

-적분, sin적분

-sin미분, 
sin

미분

-  적분, 
  

적분

-연평도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최근 본인이 한 일중 가장 보람된 

일은?

-대학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에 대한 소개

-관심 관심 있는 사회문제

-Social Network Service(SNS)의 

의미

-자신의 Roll model은? 왜?

-가장 좋아하는 / 좋아하지 않는 과

목은? 왜?

화학공학과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

-1몰 농도의 용액 제조방법

-유기화합물의 종류

-pH정의와 의미

-밀도와 비중, 힘과 무게의 차이

-화학평형

-이온화 경향

-화학공학분야

-장래희망

-환경문제

-그린에너지

-봉사실적

-수상경력

-지원이유

-리더십

신소재공학과

-주기율표 설명

-불활성기체의 특징 

-자연로그, 상용로그에 대한 설명

-교우관계 설명 및 사귀는 기준

-종교관에 대하여

-과학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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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공학의 의미

-신소재공학 설명

-화학단위(밀도, 질량, 부피), 농도개념

-신소재특징(강도, 경도) 용어 설명 및 이해

도 평가. 반도체, 초전도체, 도체의 차이

-나노재료란? 열역학 1, 2법칙

-미분의 정의, 복소수란    

-산화-환원 반응이란?, 물질의 상태변화(고

체, 액체, 기체)

이유는?

-고향에 대한 자랑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적성검사 여부 등

-신소재공학과 지원동기/하고 싶은 

것/신소재란 무엇인가?

-“리더”의 덕목

-종교의 역할/부모님께 효도

-대학 생활 중 하고 싶은 일은?

-공학도의 사회봉사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환경생명

공학과

-단백질/아미노산/효소

-극성/비극성 물질

-주기율표에서 족/주기

-독립영양/종속영양

-ln ′
-힘의 종류

-전해질이란

-호흡과 발효의 차이

-산성비

-지원동기

-구체적인 관심분야

-졸업 후 구체적인 진출방향

-에너지와 환경과의 관계

-집안에서 본인의 존재감

-어려운 상황/갈등 시 문제 해결방안

-자신의 취미/특기

-대학 입학 후 소망/해보고 싶은 일

컴퓨터공학과

-의 미분, 적분

-조건부 확률

-    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도형

-길이 5m인 길에 1m 간격으로 심을 수 있

는 나무의 최대수

-Web 2.0

-Global, Facebook, Twitter

-검색엔진 성능향상 기법

-CPU, RAM, HD

-홀수층/짝수층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효율?

-지원동기

-성적의 장단점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스마트폰, 터치패드(아이패드, 갤럭

시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목환경

공학과

-  ln sin   ′는?

-cos
-     ,      일

때 ∙ ? 와 의 각도는?

-알고 있는 토목구조는?

-학교생활 및 자신의 장점

-전공 선택 이유

-동아리 활동 내용 or 봉사 실적내용

-본인의 장단점, 단점 극복방법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생각

교통공학과

-에너지 관련

-미분/적분

-확률/통계 

-접선의 방정식 

-과학

-어린시절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은?

-Leadership

-최근 읽은 책에 대해

-연평도 포격

기계공학과

- ,  미분

- ,  적분

-동일한 속도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각각 

-청년실업문제의 대책방안; 국가, 민

간, 기타

-미래의 진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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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충돌한 후 하나는 벽에 박히고

다른 하나는 반대방향으로 동일한 속력으로 

튀어 나왔다. 각각 충돌전후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본인의 자질

-졸업 후 진로

-스마트폰의 정의를 설명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부정적 측

면을 설명하시오

-그린에너지의 정의를 설명하고, 예를 

들어 각 에너지의 장단점을 설명하시

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의를 설명하

고, 관련 핵심기술에 대해 논의하시오

-한미FTA협상의 경제적 이익 및 손

실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전자 복제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

고, 그 이익과 손해에 대해 논하시오

산업경영

공학과

-직선의 방정식 문제

-사인함수의 최대, 최솟값은? 주기는?

-1,2,3,4 네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수

의 개수는?

-  를 미분하시오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처음 1, 두 번째 2 가 

나올 확률은?

-
 

∞



은?

-  sin cos를 미분하시오

-주사위를 3번 던질 경우 맨 마지막에 처음

으로 1이 나올 확률은?

-본인의 장단점을 이야기 해보시오

-본인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설

명해 보시오

-봉사 활동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

보시오

-지원 동기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장래희망은?

영화뮤지컬

학부

(영화전공)

-영화에 관한 독서목록을 말해주시오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계기를 준 영화는?

-독립 영화란 무엇입니까?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차이는?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는?

-자신에게 예술적 소양이 있다고 생

각한 순간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인상 깊었던 건축물에 대한 설명

-읽은 책(건축)에 대한 의견

-본인의 적성과 건축에 대한 생각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다면, 그 이유는?

-건축의 다양한 분야 중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가?

-인상적인 건축물 또는 장소가 있다면? 그 

이유는?

-5년제 건축학교육은 4년제와 어떻게 다른

가?

-건축학 외에 적성에 맞는 분야가 있다면?

-영어 읽기/번역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개발)에 대한 

생각(특이사항, 경험)

-명지대 건축학부의 차별성은 무엇이

라 생각하는가?

-건축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본인

의 장점은?

-대학졸업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서 묘사한다면?

-건축학 또는 건축가의 역할을 알아

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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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로벌과학인재 특별 형 면 문제(자연계)

 ≦ ≦  인 실수 는 3진법으로    ⋯  , ∈  ,     ⋯로 쓸 수 있다. 

즉   
 

∞





 이다.

집합   
 

∞




  또는  라 하자.

1. 과  ⋯ 은 같은 수인가?

2. 은 양의 실수이다. 임의의 자연수 에 대하여 은 실수이고,  ≧  이면, lim
→∞
 ≠ 임을 설명하

여라.

3. [문제 2]를 이용하여,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  을 만족하는 자연수 이 존재함을 설명

하여라.

4. [문제 3]을 이용하여, 집합 의 원소    ⋯ 와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  ≺  이 성립하는 집합  의 원소 가 존재함을 설명하여라.

5. 함수   → 과   → 을  

  ⋯  

 

∞





 라 정의하자.  ⋯ 을 

구하여라. 여기서 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6. [문제 5]를 이용하여, 함수 는 일대일 함수가 아님을 설명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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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심층면  문제

※ 오전-언어문제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의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 문화라 하였지만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거의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대중적 매스미디어가 그러한데, 전국적인 대중적 주간지가 그러하고 전국망을 갖고 있는 라디

오,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그러하다. 또 서울에서 만들어진 미디어의 문화 내용은 거의 일방통행이다. 서

울로부터 전국의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일방적 흐름이다. 방송문화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극심하다. 

서울의 키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편성된 방송망의 구조를 볼 때 그러하다. 결국 서울의 매스미디어 문화, 

서울의 방송문화가 전국적으로 수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화의 다원주의 실현은 지극히 

어렵고 중앙문화 획일주의로 치닫게 된다.

현재의 미디어 구조인 중앙 집중적 시스템에서 대중문화 역시 중앙 공급의 특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서울에 모여 있는 대중적 미디어, 특히 방송 미디어는 모두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방송문화는 ‘여의도 문화’로서 한국의 대중문화의 상당한 부분이 여의도의 프로그램 제작소와 관련된 문

화 내용이다.

여의도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 미디어 문화, 특히 방송문화의 특성으로 제작 구조의 폐쇄적 시스템을 꼽

을 수 있다. 한국 방송문화 내용의 제작 결정은 너무나 비밀에 싸여 있고, ‘밀폐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문화 내용이 제작되고 있다. 현재의 미디어 조직

과 제작 구조 하에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 내에서 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개의 전국 

방송망과 방송사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5천만 국민이 그들의 정신적 영양으로서의 문화 내용을 오

직 두 방송사의 소수 제작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 제작자들은 문화 ㉠게이트키퍼(gatekeeper)

로서 너무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쌍방향 TV, 주문 형태의 신문(온라인), 컴퓨터와 인터넷

을 이용한 다양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은 일방향성을 특질로 하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시대와 다른 

성격의 대중문화 출현 가능성을 예견케 한다. 

특히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했던 기존의 대중문화 구조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 지는 현상은 새로운 문화의 도래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른바 ㉡생비자(prosumer)로 변모해 가고 있는 문화 수용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계의 변화

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더욱 고무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상징적 요소들이라 할 수 있

는 정보의 고속도로와 멀티미디어를 탄생시키면서 대화 형태 혹은 상호작용적 문화를 가능케 한다. 결국 

정보화 사회의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매체와 장르 구분의 해체,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의 해체로 표현되

는 탈분화의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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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의 의미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보시오.

2.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의 내용들 가운데 (가)글에 해당하는 경우와 (나)글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답해 보시오.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모 노마드 : 유목하는 인간>의 저자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유목민을 크게 자발적 유목민과 

비자발적 유목민으로 나누고 있다. 자발적 유목민은 경제적 이유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하

며 사회적으로 미리 주어진 가치관의 강요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서구에서 등장했던 보헤미안

과 같은 부류들이 자발적인 유목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보스(Bobos)는 보헤미안과 부르주아의 합성어이다. 비단 보보스 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이 살고 있는 영토와 국경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자발적 유목민들의 특징은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자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비록 생활수준을 낮추더라도 여유 있는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다운쉬프트 족

들 사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비자발적 유목민은 전(全)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등장이나 세계화와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은 영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구획선을 의미하는 국경선을 넘나드는 이동을 활발하

게 만들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로 대표되는 국경을 이동하는 자들의 존재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

었으며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국경을 넘나든다는 의미에서 비자발적 유목민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는 개념은 자크 아탈리가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주장한 

개념이다. 정보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아탈리의 표현처럼 ‘전자 유목민’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탄생시켰다. 웹 서핑이나 하이퍼링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유목 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적인 장벽만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 세계에 있은 웹 페이지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하이퍼링크가 지시하는 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페이지 사이를 건너뛸 수 있다. 이러한 디지

털 노마드들은 첨단 장비인 노트북이나 PDA 등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스템과 접속할 수 있

다.

21세기는 어쩌면 자크 아탈리의 말처럼 디지털 유목민들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두 가지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네트워크와 국경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

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디지털 장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유목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현대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디지털 노마드들이 가져올 새로운 문명 

상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일지도 모른다. 이들이 초래할 새로운 삶의 형태가 가장 먼

저 드러나는 곳이 한국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1.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발적 유목민’과 ‘비자발적 유목민’의 예를 각각 들어보시오. 

2.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노마드’ 문화가 더욱 활발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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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외국어 문제

<제시문 1>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field of science was virtually closed to women. In France, the 

Marquise* du Chatelet wrote a highly regarded book about Newtonian physics, but its very 

excellence spoke against her. The manuscript was so good it was widely assumed that it had 

been written by the marquise’s tutor rather than by the marquise herself. Sadly enough, the 

tutor, Samuel König, did nothing to discourage the rumors about the book’s authorship. Instead, 

he took full credit for the marquise’s efforts. In England, the leading nation in science, the 

situation was worse. Women were strictly prohibited from admission to scientific societies. 

Indeed the English denied women access to all forms of scientific inquiry.

Italy, however, was something of an exception to the general European rule, and a number of 

provincial scientific societies did admit women. It’s perhaps not surprising, then, that the one 

woman who crashed the barriers erected against her gender was an Italian, Laura Bassi 

(1711-1778). Bassi actually became a respected scientific figure at a time when women were 

generally thought to be too intellectually limited for the rigors of scientific study. By all 

accounts, she thoroughly disproved the sexist notion that women and the sciences were 

opposed to one another.

*marquise: 후작부인

문제 1. 이 글의 중심생각(요지)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문제 2. 밑줄 친 부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보시오.

<제시문 2>

‘Children’s films’ is a sloppy definition: it points to the audience, not the film―and to an 

audience which is moreover quite problematic. Children, after all, don’t usually go to the movies 

by themselves and, as adults must take them, a little generic paradox ensues: whom should the 

film be for―the adult, or the child? Faced with this problem, the 1950s offered either 

straightforward fairy tales (for the child: Cinderella, Snow White, even Fantasia), or Jules Verne 

novels (20,000 Leagues Under the Sea, Around the World in 80 Days, etc., which were much 

more successful than the fairy tales: another sign of a market directed at the adult). But today 

the two forms have converged, blending into a hybrid which appeals to children and adults 

alike: E. T., Roger Rabbit, Back to the Future, the various Star Wars and Indiana Jones―these 

are stories designed for a new human species of savvy children and silly grown-ups. Their god 

is Steven Spielberg. In one film after another (Jaws, Close Encounters, Indiana Jones and the 

Temple of Doom, Jurassic Park; even the uncanny detail of the girl in red, in Schindler’s List), 

Spielberg has chosen stories in which children and adults are somehow involv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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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전통적으로 ‘아동 영화’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문제 2. 1950년대의 아동 영화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시오.

※오전-수리문제

1. 의 이차방정식    cos
 sin

 이 실근을 갖게 하는 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기서 

 ≤ ≤  이다.

2. 수열이     ≥ 에 대하여      을 만족할 때 일반항 을 구하시오.

※오후-언어문제 (밑줄,진하게 체크)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활자문명에서 인간의 사회화는 주로 서적이나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권위와 

권력도 책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확산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들

은 탈부족화 하였고 인간의 감각기능은 지나치게 눈을 통한 시각적 기능에 편중되었으며, 우리의 인식체

계도 단선적인 인과론에 한정되고 말았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의식의 연장이자 감각기관의 연

장이라고 할 때, 시각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인쇄미디어 문화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체계가 불균형적이고 부조화된 구조를 갖게 하였다. 

반면 20세기의 새로운 전파매체, 특히 텔레비전 매체 시대의 도래는 활자문명 시대의 인쇄 매체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식과 감각기관의 불균형과 분열 상태를 다시 조정하여 균형이 잡힌 통합 상태에 이르게 한

다. 텔레비전이라는 전자미디어는 책과 같은 인쇄미디어와는 달리 시각과 청각을 균형 있게 사용할 뿐 

아니라 촉각마저 활용하는 총체적 미디어이다. 인쇄미디어에 의해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배제

되어 있던 인체의 다른 모든 감각기관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등 전자매체에 의해 그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에게 고도의 몰입성을 요구하는 매체이다. 높은 참여도와 고도

의 몰입성은 과거 전통 부족사회 시대에 인간들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인간 본

래의 모습이며 특징인데, 인쇄미디어에 의한 ㉠탈부족화(detribalization)에 의해 상실되었던 것을 텔레비

전과 같은 전자매체 시대의 도래에 의해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매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람들은 또 다시 오감이 모두 동원되는 자극과 반응을 통한 상호작용을 갖게 되었다. 말하자

면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적 사회의 복원이고 일차 집단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극과 반응이 활발하

게 일어나는 인간 본래의 총체적인 삶이 새롭게 재현된 것이다.

이러한 전자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시대를 가리켜 ㉡재부족화(retribalization) 단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거리나 공간적 한계는 더 이상 의미

가 없게 되며, 전 세계가 마치 가까운 이웃처럼 축소되어 하나의 지구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국가 간, 종족 간의 차이나 종교적 차이 또는 계층적 차이는 축소되거나 차별적인 정체성 자체가 약

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편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전파매체가 사회의 지배적 커뮤니케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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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세대 간의 차이나 각 세대들 간의 정체성 차이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연령적 차이나 시대적 문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속에서 자라온 매체문화나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게마인샤프트적 사회’는 ㉠과 ㉡ 가운데 어느 쪽과 관련이 있는지 답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본

문에서 찾아 답하시오.

2. ㉢문장에서 말하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 답하시오.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살 때 생산 과정,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만든 기업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는 것. 최근 대두

된 '윤리적 소비'다. 낮은 가격이 소비행위의 최우선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젖소의 건강을 

생각해 유기농 우유를 마시거나, 지역경제를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는 식이다. '착

한 소비'로도 불린다. 빈곤국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축구공은 싸도 사지 않는다. 공정무역 운동도 윤리적 

소비의 한 형태다. 제3세계 농민이 커피 원두 1㎏을 팔아 버는 돈은 10센트 남짓. 이윤의 99%는 커피회

사와 수출입업자, 소매업자 등이 가져간다. 그러니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면 이런 '강도질'을 피할 수 있

다는 주장이다. 윤리적 소비는 쇼핑을 사회적 행위로 본다. 윤리적 소비 운동을 주도하는 영국 잡지 '에

티컬 컨슈머'는 심지어 “쇼핑할 때마다 투표하는 것처럼 여겨라. 연비 나쁜 4륜구동차를 사는 건 기후변

화에,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건 인권에, 유기농 식품을 사는 건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투표행위”라고까

지 한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고려 없는 소비는 '나쁜 소비'라는 흑백논리가 되

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

매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넉넉할 땐 '착한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나쁜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형마트 피자가 인기를 끌자 '윤리적 소비' 논쟁이 벌어졌다. “중소 피자가게를 죽이는 대기업

의 횡포”라는 비난과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는 건 소비자의 본능”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착한 

소비와 나쁜 소비, 피자 조각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 ‘윤리적 소비’에서 중시하는 요소들 중 세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제시하시오. 

2.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오후-외국어문제

<제시문 1>

Desires and impulses are as much a part of a perfect human being as beliefs and restraints. 

Strong impulses are only perilous when not properly balanced; when one set of aims and 

inclinations is developed into strength, while others remain weak and inactive. It is no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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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desires are strong that they act ill; it is because their consciences are weak. There is 

no natural connection between strong impulses and a weak conscience. The natural connection 

is the other way. To say that one person’s desires and feelings are stronger and more various 

than those of another, is merely to say that he has more of the raw material of human nature, 

and is therefore capable, perhaps of more evil, but certainly of more good. Strong impulses are 

but another name for energy. Energy may be turned to bad uses; but more good may always 

be made of an energetic nature, than of an indolent and impassive one.

문제 1. 이 글의 필자는 강한 충동이 어떤 경우에 위험하다고 보는지 말해 보시오.

문제 2. 밑줄 친 부분이 글의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를 상세히 말해 보시오.

<제시문 2>

Roman law emphasized ⓐtwo important principles. The first was equity, the idea of fairness 

and impartia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did not mean complete equality before the 

law, since Roman law distinguished not only between free and slave but also between various 

classes of free people. But it did mean that the law should be applied fairly and impartially 

within the context of these legal categories. The second principle was that of the prosecutorial* 

burden to prove the guilt of the defendant. The emperor Trajan was speaking out of a long 

Roman legal tradition when he asserted that it was better that a guilty person should go 

unpunished than that an innocent person should be punished.

The civil law, which had begun with the Law of the Twelve Tables** around 450 B.C., 

pertained only to Roman citizens, since the provinces were allowed to retain their own laws 

and legal systems. Like most early legal codes, the Twelve Tables possessed features that 

were harsh by later standards. In a nod to earlier systems of private vengeance, victims of 

crime were allowed to impose the legal penalty against the perpetrator, which was generally 

intended to fit the crime ⓑ(e.g. a murderer would be killed, an arsonist would be burned alive, 

and a thief who stole crops would be hanged in the field as a sacrifice to Ceres***). It 

mandated death for judges convicted of taking bribes.

*prosecutorial: 기소(자)의  **The Law of Twelve Tables: 12표법  ***Ceres: 농업의 여신

문제 1.밑줄 친 ⓐtwo important principles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해 보시오.

문제 2.밑줄 친 ⓑ는 로마법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언급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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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수리문제

1.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가 
    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 행렬로 표시된 다음 연립일차방정식    
    


 


 이 무수히 많은 실수해  를 가질 때의 

실수 에 대해서, 다음 연립방정식     
loglog 


 을 만족하는 실수 와 를 구하시오.



48   www.ETOOS.com

서울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2차 심층면  문제

※오전-언어문제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매일같이 알게 모르게 갖가지 도덕적 선택 문제에 마주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율

적인 선택을 통해서, 또는 무의식적으로 관행이나 관습에 의거해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고 실

천한다.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들게 된다.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입장을 옹호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논변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변들이 갖는 상대적인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러한 논변들이 서로 상충하는 결

론에 이를 경우 생겨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도덕 생활에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어떤 행위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덕 규칙에 의거해서 자신의 입장

을 변호한다. 이 때 도덕 규칙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하

는 일은 나쁘다.’라는 견해는 ‘그러한 행위는 도둑질이며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이유에 의해 성립한다. 여

기에 관련된 도덕 규칙은 ‘도둑질을 금지한다.’는 규칙이다. 한편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입각해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하는 일은 나쁘다.’라는 견해는 

‘그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나)

어떤 도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도시의 경찰 서장은 그 사건을 누가 저질렀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거리의 불량배들이 조만간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리라는 정보

도 입수되었다. 서장은 더 이상의 살인을 막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누군

가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사형시킴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장은 죽어

가는 늙은 주정뱅이 부랑자를 잡아 그를 살인죄로 처형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 (가)를 바탕으로 (나)에 제시된 ‘경찰 서장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시오.

2.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올바른 도덕적 선택’에 대해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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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가 기계문명을 받아들일 때에는 항상 열렬한 기대와 적극적인 수용만이 있지는 않았다. 새로운 기계

문명은 인간성을 위협하고 인간의 가치나 존재를 부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스런 눈길도 있었다. 산

업혁명 초기에 있었던 기계파괴운동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두려움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계문명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반유토피아적인 관점은 정보 공학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도 적용된다. 

잘 조정되고 자동화된,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효율성과 필요에 따라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같이 

취급되는 사회라는 이미지, 또는 각 인간의 행동이 컴퓨터라는 무시무시한 기계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된

다는 이미지는 모두 정보화 사회를 특징짓는 반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

년』에서 묘사된 통제되고 또 인간이 기계처럼 생산되기도 하는 사회의 이미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반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사생활의 침해,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범죄 등이 문제시된다. 컴퓨터를 통

해 은행에서 부당하게 돈을 빼돌렸으며, 또 자신이 일하던 곳의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

온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가 특별히 컴퓨터에 의해 일어나는 새로운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음주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치었을 때, 사람들이 차를 많이 운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같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전혀 차이가 없으며, 

그 행동 자체도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계

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특별히 발생한다고 오해한다.

1. 위 글을 바탕으로 ㉠의 관점에 대해 비판하시오.

※오전-외국어문제

<제시문 1>

Like many of his Inca ancestors, Juan Apaza is possessed by gold. Descending into an icy 

tunnel 17,000 feet up in the Peruvian Andes, the 44-year-old miner stuffs a wad* of coca 

leaves into his mouth to brace himself for the inevitable hunger and fatigue. For 30 days each 

month Apazatoils, without pay, deep inside this mine dug down under a glacier above the 

world's highest town, La Rinconada. For 30 days he faces the dangers that have killed many of 

his fellow miners―explosives, toxic gases, tunnel collapses―to extract the gold that the world 

demands. Apaza does all this, without pay, so that he can make it to today, the 31st day, when 

he and his fellow miners are given a single shift, four hours or maybe a little more, to haul out 

and keep as much rock as their weary shoulders can bear. Under the ancient lottery system 

that still prevails in the high Andes, known as the cachorreo, this is what passes for a 

paycheck: a sack of rocks that may contain a small fortune in gold or, far more often, very 

little at all. 

* wad (건초ㆍ삼 부스러기ㆍ껌ㆍ종이 등 부드러운 것을 둥글린) 뭉치, 다발.

문제 1 배고픔과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후안 아파자는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2 후안 아파자가 30일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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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2>

According to a new study by Dr. Robinson and his colleagues, happy people spend a lot of time 

socializing, going to church and reading newspapers, but they don’t spend a lot of time 

watching television. That's what unhappy people do. Although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happy enjoy watching television, it turns out to be the single activity happy people engage 

in less often than unhappy people, said Dr. Robinson. While most large studies on happiness 

have focu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appy people such as factors like age and 

marital status, the researchers tried to identify what activities happy people engage in. "We 

looked at 8 to 10 activities that happy people engage in, and for each one, the people who did 

the activities more — visiting others, going to church, all those things — were more happy. TV 

was the one activity that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Unhappy people did it more, and 

happy people did it less" But the researchers could not tell whether unhappy people watch 

more television or whether being glued to the set is what makes people unhappy.

* demographic: 인구통계학적인

문제 1 행복에 관한 Robinson 박사의 연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문제 2 밑줄 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하시오.

※오전-수리문제

1. 1000명이 지원한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시험의 성적은 평균 70점, 표준편차 3인 정규분포를 이

룬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23명을 뽑는다고 할 때, 입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소점수를 다음의 표준정

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2. 방정식 log
  

 log  log    을 만족하는 정수  의 순서쌍 을 모두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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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언어문제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화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되어 온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따라서 문화

는 생활양식의 여러 측면인 정치, 경제, 법률, 가족, 종교, 예술, 관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

는 특정한 사회 기반의 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민족과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지구촌의 시대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의 장벽이 사라져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 교류

는 봇물 터지듯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은 지구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측면으로만 문화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그 문화와 관련

된 다양한 측면을 서로 관련지어 분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문화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에서만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전체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각기 다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

식으로 적응한 결과물이므로 문화마다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가 다른 문

화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예화 1>

아프가니스탄에는 사암(砂岩) 절벽에 새겨진 세계 최대의 간다라 불상이 있다. 이 석불은 유네스코가 세

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인류의 사랑을 받아 온 불상이다. 그런데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의 탈

레반 이슬람 정권이 이슬람 율법에 배치된다며 이 지역의 불상과 불화를 우상으로 간주하고 폭탄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파괴 작업을 벌였다.

<예화 2>

우리는 국내 판매용 자동차에 대부분 외국 이름을 갖다 붙인다. 청바지에서 식음료까지, 심지어 우리 노

래패의 이름이나 노래의 제목까지도 영어투성이다. 미국인의 목소리로 마무리 대사를 끼워 넣는 방송 광

고도 유행이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도 한글보다는 영어로 이름을 지으면 잘 팔린다고 한다. 도시의 간판

에서도 우리의 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1. (가)를 바탕으로 (나)의 예화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각각 비판하시오.

2.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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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쟁적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집적과 집중에 의

한 자본 축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거대화되었다. 그리고 거대화된 국가는 부르주아의 독점 권력이라는 

실질적인 정치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첨예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노선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수정자유주의 이론 중에서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론은 주

목할 만한 것이다.

롤즈는 “진리가 사상 체계의 첫째 덕목이듯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째 덕목이다.”라고 하였다. 즉, 정의

란 고전적 자유주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바람직

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은 자본가 계

급에 속하는 사람이건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면서, 동시에 정당화될 수 없는 어

떠한 정치적, 사회ㆍ경제적 불평등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롤즈는 자유, 권력, 소득, 부, 기회와 같은 사

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함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만을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롤즈는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마련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롤즈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개인은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는 전체의 

자유와 평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受惠者)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불평등의 계

기가 되는 직위와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1. 위 글을 바탕으로, ㉠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를 드시오. 

※오후-외국어 문제

<제시문 1>

The nation's first rent-a-pup store opened its doors six months ago in San Diego when 

FlexPetz started rescuing dogs from animal shelters and renting them out for as little as a few 

hours or as long as a week. The company is doing so well that it opened a branch in Los 

Angeles in June. While many shelters think the business plan is a win-win for time-pressed 

humans and dogs that would otherwise be homeless, opponents say pet sharing is morally 

irresponsible and traumatic for animals that get passed around among temporary owners. "Dogs 

are a lifetime friend and companion," says Michael Markarian,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Humane Society of the U.S., which encourages busy canine lovers to volunteer at animal 

shelters or hospitals instead. FlexPetz founder Marlena Cervantes counters that the firm 

safeguards its animals through customer screening and mandatory training. 

문제 1. Pet Sharing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밝히시오.

문제 2. 밑줄 친 문장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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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2>

Cellphones are full of features like built-in cameras, personalized ring tones and text 

messaging. They also gave a real boost to Kenny Hall's effort to cheat on his girlfriend. Mr. 

Hall, a 20-year-old college student in Denver, decided to spend a weekend with another 

woman. He turned to his cellphone for help, sending out a text message to hundreds of other 

cellphone users in an "alibi and excuse club," a network of 3,400 strangers who help each 

other skip work, get out of dates. Assistance came instantly. 

Cellphones are usually used to help people keep track of each other and stay in easy contact. 

But they are also starting to take on quite a different function - helping users hide their 

whereabouts, create alibis and generally excuse their bad behavior. Cellphone-based alibi clubs 

allow people to send out mass text messages to thousands of potential collaborators asking for 

help. When a willing helper responds, the sender and the helper devise a lie, and the helper 

then calls the victim with the excuse.

문제 1. 휴대전화의 모순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2. Kenny Hall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오후-수리문제

1. 성인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표준편차가 6kg인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

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있는 엘리베이터에 임의로 성인 9명이 탑승하였을 때, 경고음이 울

릴 확률을 다음의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2. 두 함수  log


 

     에 대하여 ∘ 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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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2차 코스모폴리탄리더 심층면  문제(인문계)

※ 답변준비시간은 30분이며, 모든 문항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답변을 마친 후, 응시자의 답변에 대해서 면접위원의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질문

에 대한 시간을 감안하여 답변을 구상하기 바랍니다. 

Choice has a clear and powerful instrumental value; it enables us to get what we want and 

need in life. Every choice we make is a testament to our freedom and autonomy, and to our 

sense of self-control. When people are deprived of any choice at all, they will have feelings of 

helplessness and eventually experience lack of autonomy. Maybe that's the reason that almost 

every social, moral, or political philosopher has placed a premium on people's right to make 

choices. Each new expansion of choice gives us another opportunity to assert our autonomy 

and to exert control, which improves our well-being and happiness. 

Accordingly, we expect freedom to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d number of available 

choices. In stark contrast to our expectation, more choice is not necessarily good. When the 

number of choices grows, the negatives escalate to the point where choice no longer liberates 

but debilitates. So we feel overwhelmed by a multitude of available options and hence may end 

up either making bad decisions or giving up. 

Choice is critical to freedom and autonomy. Freedom and autonomy are critical to our happiness 

and welfare. Despite this, though people in modern societies have more choice, and thus more 

freedom than ever in the human history, they appear to be less happy and more depressed. 

The fact is that some choice is better than none. However, more choice is not better than 

some choice.1) 

1) The text was adopted from Schwartz's (2005) the Paradox of Choice.

1. The text illustrates the paradox of choice: having choice can lead to either a happy or 

unhappy life, especially depending on the range of available choices. Please provide possible 

explanations that may resolve the apparent contradiction.

2. Some college students in the US enjoy almost unrestricted freedom, but often end up with 

making bad decisions such as binge drinking or conspicuous consumption. Using the explanation 

you provided for the question number 1, describe how imposing some parental guidance on 

choice may help those students to make better decisions. 

3. Describe a situation in which you experience frustration and dissatisfaction mainly caused by 

mor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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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2차 사이언스 이오니아 심층면  문제(자연계)

다음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행렬       는         을 만족하고, 이러한 성질을 케일리-해밀턴 정리라고 

한다. (여기서,        이고       이다.)

행렬 와 다항식   
  ⋯  에 대해 를 

 ⋯   으로 

정의한다. 이때,   를 만족하는 다항식으로 차수가 가장 낮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다항식을 

의 최소 다항식이라고 한다.

1. 케일리-해밀턴 정리로부터 가 역행렬을 갖는 조건을 찾고, 역행렬을 와 로 표현하시오. 

2.       ,       일 때 와 의 최소 다항식을 구하시오. 

3. 행렬       일 때  을 구하시오.

4. (가)도시와 (나)도시 사이의 인구이동을 일 년 주기로 조사 하였을 때, 해마다 (가)도시에서 (나)도시로 

가 이동하고 (나)도시에서 (가)도시로 가 이동한다. 이러한 도시간의 인구 이동 현상을 행렬 

    
 

로 표시 한다. 이때, 행렬  의 각 성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처음 (가)도시의 인구

가 명이고 (나)도시의 인구가 명 일 때, 5년 후의 두 도시의 인구를 구하시오. (단, (가),(나)도시간의 

인구이동 이외의 인구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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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면 구술 시문제( 로벌여성인재 형)

※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사 1>

한국형 ODA 모델 가시화한다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모델이 가시화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브랜드화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ODA 사업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별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

점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로서 개도국과 선

진국을 이어주는 가교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제안이

나 인프라 구축, 유지ㆍ관리 등을 일괄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ODA는 규모나 구성, 운영방법, 평가체계, 거시적인 

국가 대외전력과 연계성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 등은 ODA를 대

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ODA 전반에 걸쳐 콘텐츠와 국가선택방법, 집

행전략 등을 수원국의 요구에 맞게 차별화하는 한국형 ODA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ㆍ질병 

퇴치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물론 인프라ㆍ각종 시설 구축, 개발모형 공유, 교육ㆍ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

요소를 대상국가 별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 선임연구원은 또 “2008년을 기준으로 우

리나라는 130개국 정도를 지원했지만, 우리보다 ODA규모가 20배 이상 큰 영국이나 독일은 각각 47개

국, 62개국을 원조했다”며 “원조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지원국가 선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

명했

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고 분야별로 협의체

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설치해 통

합 ODA 추진체계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와 경협 확대 등을 위

해 ODA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이며, 특정 국가에 중점 투자하는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라며 

“ODA를 통해 국내 기업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

정부는 현재 일본의 경우 메콩강 지역개발 프로젝트, 인도 델리~뭄바이 철도 등에 대규모 ODA를 투입

하고 있으며, 중국도 중국~미얀마 가스파이프라인, 캄보디아 고속도로 등에 유무상 개발원조를 강화하

고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cnews.co.kr(2010.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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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

[베푸는 나라 KOREA] 정부 "유ㆍ무상 원조 체계 통합… 효율적 지원할 것"

작년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했던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프리카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한 A 국가

에 대해 현지 정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 국가는 아프리카를 미래 전략지역

으로 삼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 지역에 ODA를 비롯한 막대한 투자를 한 나라인데, 현지 주민들

로부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욕'을 먹고 있더라는 이야기였다. 이 관계자는 "이유는 A 국가가 원

조 사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사업을 독식해 현지 경제를 종속

시킨다는 불신 때문이었다."고 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서, 정

부가 '어떤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원조 전

략의 핵심은 원조하면서도 받는 나라의 입장을 헤아리는 접근으로 이들 나라의 마음을 얻는 것.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하며 ODA 업무 총괄ㆍ조정에 나선 국무총리실은 "두손으로 주

는

따뜻한 원조"를 모토처럼 언급하고 있다. 

출처: chosun.com(2010. 06. 29)

[문제]

국가브랜드는 ‘한 국가의 명성 지수를 구체적으로 수량화ㆍ객관화 한 지표’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수출규모, 국민소득 수준, 문화유산, 투자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평가하

는 이른바 ‘공적 개발 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genda)' 가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불

과 60년 전만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선진국의 원조를 받기에 급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

라를 원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ODA 

지출액은 OECD 30개국 가운데 26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는 예산 지출액을 

늘려감은 물론 ODA 전문 인력에 대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 때 본인은 현재 ODA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정책국장이며, 다음과 같은 두 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시오.

a. 아프리카 기아 해결

b. 아프카니스탄 여성의 인권 회복

※면접ㆍ구술시험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영어로 답변하고 우리말 질문에는 우

리말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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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수시1차 면 구술 시문제(자기주도학습우수자 형)

[문제 1]

지원 전공, 학과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수집해서 문제 상황이나 학

습 과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문제 상황 또는 학습과제는 무엇이었는지, 누구와 함께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문제해결 또는 

과제 수행 과정 속에 학생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당시 수집한 전공, 학과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무엇이었는지, 왜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찾았는지 등 당시 경험을 요약ㆍ정리하여 제시합니다.]

[문제 2]

20년 후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원 전공과 학과를 졸업한 이후의 진로와 희망 직업 등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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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면 구술 시문제(자기추천자-인문역량부문)

※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 낭송을 3번 들려주며 5분 정도 감상하게 한다.

[제시물 1] <자화상> - 빈센트 반 고호

[제시물 2] 

<자화상> - 윤동주(3회 반복해서 들려준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 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

가 있습니다.

[문제]

시로서의 <자화상>과 회화로서의 <자화상> 속 사나이에게서 느껴지는 “가여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 (8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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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수시1차 면 구술 시문제(자기추천자-수학과학역량부문)

【수학】

※ 다음 <기사 1>과 <기사 2>, <기사 3>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기사 1>

GSMA(GSM Association)와 MSRI(Mobile Society Research Institute)는 국내 휴대폰 업체 OOO와 함

께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등 5개 국가의 청소년 이동통신 이용 행태를 비교 조사,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상반기 동안 총 6천여 명의 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청소년 휴대폰 보급률 – 한국이 단연 1등!

12세에서 18세까지의 평균 보급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평균 80.6%로 단연 최고였다. 조사 연령대 중 

가장 어린 12세의 보급률 역시 87.7%로, 가장 먼저,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2. 휴대폰 선택 요인 – 단말기는 디자인이 최고야!

휴대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 기능과 디자인을 골고루 중시하

고, 중국은 통화음질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인도는 배터리 수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멕시

코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했다. 일본은 제조사 및 이통사 브랜드에 거의 점수를 주지 않는 특징을 보

였다.

3. 부모들의 염려 정도 – 어느 나라 부모도 걱정은 대동소이!

5개국 모두 약 60%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명했다. 이중 한국

의 부모들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염려를 보였고, 다른 4개국은 20~50% 수준이었다. MSRI측은 

한국 부모들의 가장 낮은 염려도는 한국에서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성인서비스 

차단 또는 성인인증 등 필터링 서비스가 다른 나라들보다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bloter.net

<기사 2>

서울특별시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문 기관인 스스로넷 미디어중독예방

센터(관장 신순갑)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해 서울, 수도권, 경북 지역 초, 중, 고생 1,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2.6%가 휴대전화 중독 위험 상태였으며, 94.7% 학교에서 휴대

폰 사용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고 응답했다.

설문 결과 휴대폰 이용 척도에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비중독 점수 39점을 넘어선 40점 이상이 초, 중, 

고 청소년 모두 평균 이상을 기록해 중독 성향, 혹은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중학생의 중독 평균 점수는 47.26점으로 초등학생 40.53점, 고등학생 46.02점에 비해 더 높았으

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의 중독 점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받는 휴대전화 교육 수준이 매우 미비하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휴대폰 중독 성향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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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이 없거나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에 전체 응답 청소년은 1,519명이었으며, 그 중 부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249명의 설

문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45.7%(571명), 여학생 54.3% (678명)이었으

며, 학생 구성은 초등학생 33.3%(416명), 중학생 23.1%(289명), 고등학생 544명(43.6%) 이었다

출처 : http://www.gamedonga.co.kr

<기사 3>

아래 자료는 20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그들이 일주일에 전화를 몇 분이나 하는지 조사한 결과

입니다.

20명 학생 각각의 일주일 전화통화량 (분 단위)

17 81 206 140 259

42 133 220 190 303

57 128 278 189 328

98 112 293 175 352

[문제 1] 20명 학생의 일주일 전화통화량에 대한 내용을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독자

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그 자료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발

표해보시오.

[문제 2] <기사 1>과 <기사 3>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사 3>에 있는 20명의 학생 중 몇 명 정도의

경우 부모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추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제 3] <기사 2>과 <기사 3>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사 3>에 있는 20명의 학생 중 몇 명 정도가

휴대전화 중독 상태에 있는지 추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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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원래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될 수 있는 숙주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감염될 수 있는 숙주

가 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류독감에 대하여 연구하

는 사람들은 조류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큰 걱정을 않는다. 왜냐하면 닭과의 접촉을 피하면 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문제가 달라진다. 사람이 사람과 접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나) WHO는 이번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가 1918년 스페인 독감 (H1N1) (4000만~5000만명 사

망)보다는 1957년 아시아 독감 (H2N2) (200만 명이 사망)이나 1968년 홍콩 독감 H3N1) (100만명이 

사망) 쪽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종플루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던 WHO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 백신 제조 과정 자체는 단순하지만, 불순물 관리가 매우 어렵다. 백신 제조 과정은 2단계다. 먼저 

달걀에 신종플루, 계절독감 바이러스 등을 증식시킨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백신으로 만든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바이러스가 자라는 달걀의 순도(純度)를 지키는 

공정이 쉽지 않다. 만약 달걀에 해당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불순물이 수 나노그램(1나노그램은 10억분

의 1그램)이라도 더 들어가면, 오히려 백신을 맞고 새로운 병을 얻을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를 읽고 독감 바이러스는 어떻게 숙주에 감염이 되는지 설명해보시오.

[문제 2] 조류에만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오.

[문제 3] 백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달걀은 항생제나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유정란을 사용하고 무정

란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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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1차 면 구술 시문제(학교장추천리더십 형)

[상황지문]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A가 5만 원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A는 돈이 지갑에 분명히 들어 있었

는데 체육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니 없어졌다고 하였다.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순간적인 충

동 때문에 돈을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 사실대로 얘기하고 돈을 돌려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다. 아무

도 나서지 않자, 담임선생님은 수업을 중단하고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질 때까지 모두 집에 보내지 않겠

다고 하였다. 그런데 B는 체육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단짝 친구인 C가 A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B는 옆자리에 앉은 C에게 네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C는 단호히 

부인하였다. B는 이 일을 모른 체 할 것인지 담임선생님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문제] 당신이 B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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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

※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A) Those who have handled science have been either men of experiment or men of dogmas. 

The men of experiment are like the ant; they only collect and use. The reasoners resemble 

spiders, who make cobwebs out of their own substance. But the bee takes a middle course; it 

gathers its material from flowers of the garden and the field, but transforms and digests it by 

a power of its own. Not unlike this is the true business of philosophy.

(B) Bacon was the prophet of the empirical tradition. Empiricism was not his word; nor would 

he have accepted its use as descriptive of tis intellectual stand. For an empiric, in the 

language of his time, was almost a cheater rather than a learned man. But in the 19th century 

and our own time, the term empiricism acquired a new meaning. It designates a theory of 

knowledge opposed to the kind of rationalism advocated by Descartes. It is the position 

according to which human knowledge arises gradually in the courses of ⓐ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

(C) Studies serve for delight, for ornament, and for ability. Their chief use for delight is in 

privateness and retiring; for ornament, is in discourse; and for ability, is in the judgement and 

disposition of business. ⓑ They perfect nature, and are perfected by experience, for natural 

abilities are like natural plants, and need pruning by study. Crafty men condemn studies, simple 

men admire them, and wise men use them, for they teach not their own use; but that is a 

wisdom without them, and above them, won by experiment.

1. COMPARE bee with ant and spider in the passage (A). (15점)

2. What is the point of argument in the passage (A)? 

You need to answer by CONTRAST. (10점)

3. Read the passage (B) and trace the meaning of "empiric" form Bacon's age to our era. (10점)

4. Fill in the blank ⓐ. It is a key word of empiricism.

You can find the word in the passage (C). (10점)

5. What does ⓑ They refer to? (5점)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02)400-4000   65

【영역 2】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

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告)하여 민족(民族) 자존(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

(永有)케 하노라

<나> 나 ㆍ 랏 : 말 ㆍ 미 中듕國 ㆍ 귁 ㆍ 에 달 ㆍ 아 文문字 ㆍ  ㆍ 와 ㆍ 로서르  ㆍ 디 아 

ㆍ 니 ㆍ  ㆍ 이런 젼 ㆍ 차 ㆍ 로 어 ㆍ 린 百 ㆍ  姓 ㆍ 셩 ㆍ 이 니르 ㆍ 고 ㆍ 져 ㆍ홇 ㆍ 배

이 ㆍ 셔 ㆍ 도  ㆍ  : 내 제 ㆍ  ㆍ 들 시 ㆍ 러펴 ㆍ 디 : 몯 ㆍ 노 ㆍ 미 하 ㆍ 니 ㆍ 라

<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거슨 샹하귀쳔이 다보게 홈이라  국문을 이

러케 귀졀을 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이라 각국

에셔 죠션 국문은 아니 오드도 한문만 공부 까닭에 국문을 잘아 사이 드물미라

<라> 홍이 거록야 븕은 긔운이 하을 노더니 이랑이 소 놉히 야 나를 불러 져긔 믈밋츨 

보라 웨거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믈밋 홍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줄이 븕기 더욱 긔이며 긔운이 

진홍  것이  나 손바닥 너 갓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숫불빗더라.

<마> 산 전체가 요원(遼遠) 같은 화원(花園)이요, 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峰峰)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 산은 때 아닌 때에 다시 한 번 봄을 맞아 백화난만(百花爛漫)한 것일까? 아니

면 불의의 신화(神火)에 이 봉 저 봉이 송두리째 붉게 타고 있는 것일까? 진주홍(眞朱紅)을 함빡 빨아들

인 해면같이, 우러러볼수록 찬란하다.

(1) 위 글은 각각 독립된 글의 일절인 바, 이들 글이 발표된 순서대로 밝혀보시오.

(2) 위 글 <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세계만방에 천명한 선언문으로, 이 글은, ( ① )이 기초를 했

고, 부칙의 공약 3장은 ( ② )이 기초를 했다. 이 선언문보다 한 달 먼저 일본의 동경에서도 발표된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은 ( ③ )이다. 위 (  )에 적절한 사람 이름을 말하시오.

(3) 위 글 중 기행문 형식의 글을 모두 찾아내고, 각각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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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칠십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微＜)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貧＜)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

貴)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나>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朴堤上)이,

“내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무를 준다는 것을 물리치

고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이었다. 

<다> 청소년이 말하는 태도에서 무엇보다 큰 특징의 하나는 버릇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들은 격식을 갖추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리하여 반말을 예사로 쓰고, 비어나 욕설

을 거침없이 내밷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식을 갖춘 말은 소원한 사이에서 쓰인다. 따라서, 친

숙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말을 쓰는 것이다. 비어나 욕설을 쓰는 것도 마찬 가지다. 공손한 말투는 찾

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부르면 “왜요?”하고 볼멘 표정이고,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요.”라고 이유를 댄

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말버릇이다. 혹시 격식을 갖춰 

높임말을 써야 할 경우에도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아닌,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즐겨 쓴다. 그리고 일

인칭의 겸양어인 ‘저’를 쓰지 않는다. ‘나’를 쓴다. 이들은 높임법을 제대로 배워 익히지를 않았기 때문

에 이를 어떻게 써야 바로 쓰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말버릇은 더욱 엉망이다. 

(1) 위 글 <가>에서 ‘미천한 자’라는 뜻을 가진 말(단어)을 찾고,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을 글 <나>

에서 찾으시오.

(2) 위 글 <다>에서 청소년의 말하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4어절로 된 문장을 찾으시오.

(3) ‘격식을 갖춘 말’이 아닌 언어 습관의 구체적 여러 가지 예를 글 <다>에서 찾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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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다음은 ‘아리랑 타령’의 일절이다. 이 노래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 둘을 말해 보시

오.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2) 아래의 <가>, <나> 두 문장 중,

① 어법이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고,

② 어법상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쳐보시오.

<가> 아직도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에 귓전에 울린다.

<나> 여러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진다.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 시골뜨기에게 양복을 입힌 것은 가게 기둥에 입춘격이다.>

① 개발에 편자, ② 거적문에 돌쩌귀, ③ 갓 쓰고 자전거 타기, ④ 끈 떨어진 뒤웅박

(4) 

* ‘장본인’이나 ‘주인공’이란 말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둘은 쓰임새가 다르다. ‘10억대의 장학금을 익명으로 쾌척한 사람’은, ‘미담의 ( ① )’으로, 

‘연쇄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같이 주목을 받되,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

는 사람을 지칭 할 때 쓰이는 말은 ( ② )이다. 

* “그런데 이렇게 개탄스러운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 국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희망의 미래를 가로막는 ( ③ )들입니다.”

위 글의 (①, ②, ③)에 적절한 단어로 채워 넣으시오.

(5) 다음 어휘 중 ‘나이’를 지칭하는 하지 않는 말을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나이를 지칭하는 말들은 나

이 적은 것에서 많은 순으로 말하시오.

지학(志學), 맹아(萌芽), 불혹(不惑), 이순(耳順), 백수(白手), 이립(而立), 약관(弱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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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

※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A) Those who have handled science have been either men of experiment or men of dogmas. 

The men of experiment are like the ant; they only collect and use. The reasoners resemble 

spiders, who make cobwebs out of their own substance. But the bee takes a middle course; it 

gathers its material from flowers of the garden and the field, but transforms and digests it by 

a power of its own. Not unlike this is the true business of philosophy.

(B) Bacon was the prophet of the empirical tradition. Empiricism was not his word; nor would 

he have accepted its use as descriptive of his intellectual stand. For an empiric, in the 

language of his time, was almost a cheater rather than a learned man. But in the 19th century 

and our own time, the term empiricism acquired a new meaning. It designates a theory of 

knowledge opposed to the kind of rationalism advocated by Descartes. It is the position 

according to which human knowledge arises gradually in the courses of ⓐ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

(C) Studies serve for delight, for ornament, and for ability. Their chief use for delight is in 

privateness and retiring; for ornament, is in discourse; and for ability, is in the judgement and 

disposition of business. ⓑ They perfect nature, and are perfected by experience, for natural 

abilities are like natural plants, and need pruning by study. Crafty men condemn studies, simple 

men admire them, and wise men use them, for they teach not their own use; but that is a 

wisdom without them, and above them, won by experiment.

1. COMPARE bee with ant and spider in the passage (A). (15점)

2. What is the point of argument in the passage (A)? 

You need to answer by CONTRAST. (10점)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02)400-4000   69

3. Read the passage (B) and trace the meaning of "empiric" form Bacon's age to our era. (10점)

4. Fill in the blank ⓐ. It is a key word of empiricism.

You can find the word in the passage (C). (10점)

5. What does ⓑ They refer to? (5점)

【영역 2】

[문제 1] 금으로 만들어진 구 모양의 구슬 와 이 있다. 의 반지름을 , 의 반지름을 이라고 할 

때   

이다. 의 가격은 원이고 의 가격은 


원이다. 하나의 구슬만 구입하여야 할 때, 두 종

류의 금 구슬 중에 어느 것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일까? 이 때, 생기는 차액(이익금)은 얼마인가? 와 

의 내부에는 빈 공간이 없고 순도는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2]

그림과 같이 초기 높이 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바닥면에 충돌한 후 튀어 오른다. 중력가

속도 는 그림과 같이 작용하고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물체는 축 방향으로 속력 의 등속운

동을 하고, 충돌 후 물체의 정점 높이는 그림과 같이    ⋯등으로 점점 낮아지게 된다. 반발계수 

 , 중력가속도  , 초기 높이  , 초기 수평속력 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

한다. 

1) 충돌 후의 정점의 높이   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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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점의 높이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3) 정점의 높이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을 구하시오.

4)   임을 증명하시오. (기호 설명은 아래 참고사항에 있음.)

참고사항 : 

ㆍ 충돌 전후의 방향 속력을 각각 와  ′, 충돌 전후의 정점 높이를 각각 와  ′라 하면 

 와 ′  ′ 이다. 

ㆍ 반발계수    
′ 

ㆍ 정지 상태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 와 낙하 시간 의 관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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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

※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A) Those who have handled science have been either men of experiment or men of dogmas. 

The men of experiment are like the ant; they only collect and use. The reasoners resemble 

spiders, who make cobwebs out of their own substance. But the bee takes a middle course; it 

gathers its material from flowers of the garden and the field, but transforms and digests it by 

a power of its own. Not unlike this is the true business of philosophy.

(B) Bacon was the prophet of the empirical tradition. Empiricism was not his word; nor would 

he have accepted its use as descriptive of tis intellectual stand. For an empiric, in the 

language of his time, was almost a cheater rather than a learned man. But in the 19th century 

and our own time, the term empiricism acquired a new meaning. It designates a theory of 

knowledge opposed to the kind of rationalism advocated by Descartes. It is the position 

according to which human knowledge arises gradually in the courses of ⓐ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

(C) Studies serve for delight, for ornament, and for ability. Their chief use for delight is in 

privateness and retiring; for ornament, is in discourse; and for ability, is in the judgement and 

disposition of business. ⓑ They perfect nature, and are perfected by experience, for natural 

abilities are like natural plants, and need pruning by study. Crafty men condemn studies, simple 

men admire them, and wise men use them, for they teach not their own use; but that is a 

wisdom without them, and above them, won by experiment.

1. COMPARE bee with ant and spider in the passage (A). (15점)

2. What is the point of argument in the passage (A)? 

You need to answer by CONTRAST.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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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d the passage (B) and trace the meaning of "empiric" form Bacon's age to our era. (10점)

4. Fill in the blank ⓐ. It is a key word of empiricism.

You can find the word in the passage (C). (10점)

5. What does ⓑ They refer to? (5점)

【영역 2】

[문제 1] 금으로 만들어진 구 모양의 구슬 와 이 있다. 의 반지름을 , 의 반지름을 이라고 할 

때   

이다. 의 가격은 원이고 의 가격은 


원이다. 하나의 구슬만 구입하여야 할 때, 두 종

류의 금 구슬 중에 어느 것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일까? 이 때, 생기는 차액(이익금)은 얼마인가? 와 

의 내부에는 빈 공간이 없고 순도는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2] 어느 피자집에서는 주문 접수 후 45분 배달을 약속하고 있다. 이때 55분을 초과할 경우 배달된 

피자를 무료로 증정하고, 45분을 초과하고 55분까지의 배달에 대해서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메뉴 중 페퍼로니 피자는 한판에 1만원이고 정확히 하루 1000개씩 팔리고 있다. 이 피자의 배달 시간 

분포는 평균배달완료 시간이 45분이고 표준편차는 10분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문

은 한 번에 한 개씩 받아서 배달을 하고 할인된 금액만큼, 그리고 무료로 지급된 피자의 개수만큼 그날 

발생한 매출기록에서 삭감한다면 페퍼로니 피자의 할인에 의한 매출 삭감분과 무료지금으로 인한 매출 

삭감부분은 총 얼마인가? 다음의 공식과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시오.

 


일 때 는 정규분포  을 따르는 확률변수이고 은 평균, 는 표준편차이다. 

-표준정규 분포표-

  ≤  ≤  








 





 0.0 0.1 0.2 0.3 0.4 0.5 1.0 1.5 2.0 2.5 3.0

 .000 .040 .079 .188 .155 .192 .341 .433 .477 .494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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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문제 Ⅰ 

1.  ln  미분하면?

문제 Ⅱ

1. 민수는 시속 로 차를 운전해 약속장소가 갔다가 되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로 운전해 

왔다. 약속 장소에 다녀오기 위해 운전한 총 시간이 45분이라면 민수가 약속 장소에 다녀오기 위해 이

동한 총 거리는?

2. 등차수열 에서           일 때,       의 값은?

3. 한 상자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그리고 10원짜리가 50개씩 같이 섞여있다. 3개의 동전을 한 번

에 집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는?

※ 언어

문제 Ⅰ

1. 단군의 건국이념이며, 한국의 건국이념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하는 말과 그 뜻을 말하시오.

문제 Ⅱ

1. 다음을 읽고, 음과 뜻을 말하시오.

樂山樂水

2.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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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어떤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작가와 책명은 무엇인가?

1917년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현대 장편소설이다. 서울 경성학교의 영어교사 이

형식과 김 장로의 딸 선형, 박 진사의 딸 영채 사이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 신교육사상, 자유연애의 찬양 등이 주제를 다루어 당시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

라, 한국 현대 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선구적인 의의를 지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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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 명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각각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이

다. 이 학생들 성적의

(a) 평균을 구하라.

(b) 표준편차를 구하라.

2. 행렬  








 

 
에 대하여     이 성립할 때 행렬 를 구하고  을 구하라.

3.  의 그래프가 옆의 그림과 같을 때, 

①   , ②   , ③ 의 그래프를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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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수시1차 캠퍼스자율 공 심층면  문제 (조치원캠퍼스-J형)

1. 
 



  
 

 (은 모든 자연수)가 성립함을 보이려 한다.

(a) 
 

    을 인수분해 하여라.

(b) (a)의 결과를 이용하여 위의 명제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여라.

2.     을 전개했을 때

(a) 상수항, 의 계수, 의 계수, 의 계수를 각각 구하라.

(b)  의 계수는 무엇인가?

3.    의 각기 다른 4개의 학과에서 2명씩을 대학 회의에 보내어 이 중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위원회에 과에서 온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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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 명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각각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이

다. 이 학생들 성적의

(a) 평균을 구하라.

(b) 표준편차를 구하라.

2. 행렬  








 

 
에 대하여     이 성립할 때 행렬 를 구하고  을 구하라.

3. 함수   cos sin  ≤ ≤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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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수시1차 심층면  문제 (조치원캠퍼스-H형, 자연계)

1.   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 에 대한 그래프의 개략적인 형태를 그리고 그

래프 상의 극점에 대하여 설명하라.

2.     을 전개했을 때

(a) 상수항, 의 계수, 의 계수, 의 계수를 각각 구하라.

(b)  의 계수는 무엇인가? 

3. 
 



  
 

 (은 모든 자연수)가 성립함을 보이려 한다.

(a) 
 

   을 인수분해 하여라.

(b) (a)의 결과를 이용하여 위의 명제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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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사면체는 그림1과 같이 네 개의 정삼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

면체를 삼차원 직교좌표 축에 놓아 꼭짓점    의 좌표가 그림2와 같이 각각    

, 

  

,   


가 되게 하였다. 

(a) 꼭짓점  ,  , 가 서로 거리가 1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네 번째 꼭짓점 의 좌표    를 구하

라. 의 좌표는 양이다.

(b) 면 와 면 가 이루는 각을 라 할 때 cos를 구하라.

2.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두 개 중에 많아야 하나가 앞면”인 사건을 라 하고, “두 개 중에 

하나의 앞면과 하나의 뒷면”인 사건을 라 할 때, 와가 독립사건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라.

3. 반지름이  인 원이 있다. 이 원의 반지름이   일 때부터 분당  의 비율로 감소하기 시작

한다. 1시간 후 이 원의 면적의 시간에 대한 증가율을 ╱min단위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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