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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전공영역 심층면접 - 공통, 경영, 사범계열

1. 심층 면접 일시: 2010년 11월 25일 (목)  

￭ 입실완료시각: 오전반(08:20), 오후반(12:20) 

￭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여수캠퍼스 지원자: 여수캠퍼스에서 심층면접 실시

2. 최종 합격자 발표: 2010. 12. 12.(일) 16:00 예정

3.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특별전형)

전 형 유 형 선발
단계

*선발
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검정고시 합격 
평균 성적)

심층
면접

실기
고사

**대학수학
능력시험성적
최저학력기준

합계

 • 학생부성적 우수자
 • 독립/국가유공자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 복수학위 희망자
 • 검정고시 출신자
 • 특목고 동일계 출신자

1단계 300 이내 100 - - - 100
[600점]

2단계 100  60 40 - 적용 100
[1,000점]

 • 학생부성적 우수자 전형의 
예술대학 미술학과 실기고사 

    시행 전공(한국화, 서양화, 조소, 
시각디자인, 공예전공) 지원자

1단계 300 이내 100 - - - 100
[600점]

2단계 100 30 20 50 적용 100
[1,000점]

4. 심층면접

1) 대상자: 1단계 합격자 

2) 심층면접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0. 11. 25.(목) 

    - 오전반: 09:00(입실 완료 시각: 08:20까지)

    - 오후반: 13:00(입실 완료 시각: 12:20까지)

  

 (2) 장소: 해당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장소

   ※ 시간과 장소는 2010. 11. 12.(금) 16:00(예정)에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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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u.ac.kr)를 통해 안내  하오니 확인하기 바람

3) 영역별 반영점수

 (1) 모든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전형 지원자 제외)

평가영역 평 가 내 용
반영점수

(기본점/만점)
점수계
(만점)

환산
점수

비교과영역

(40%)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자료 

평가(수상실적 또는 자격증, 인성 
및 가치관,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30/40

100 400
전공
영역

(60%)

공통문제*
(30%)

전공기초 소양 및 전공능력 평가

15/30

모집단위문제

(30%)
15/30

      

4) 심층면접 방법 및 점수산출 

(1) 면접기준 및 방법은 각 모집단위별 심층면접 지침에 의거 실시하며, 모집단

위에 따라 면접자료 활용을 위한 지필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3인의 면접위원이 평가영역(비교과영역과 전공영역)에 대해 약 15분간 면접 

실시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은 전공영역만 평가)  

(3) 심층면접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면접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

균점수를 활용

(4)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본점수(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심층면접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자는 불

합격 처리함

5)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인터넷 원서접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필기구(흑․청색 볼펜) 지참

 (2) 면접 당일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 장소에 입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임

 (3) 면접장소에는 통신기기(휴대전화 등)를 소지하고 입실할 수 없음     

 (4)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의 [수험

표 출력] 메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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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문계열 공통문제 (2010학년도)

※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랑 학교(가칭)’는 정신 지체나 정서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애인 학

교다. 사랑 학교의 개교식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너나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학교의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학교는 물론 국가 안보를 맡고 있는 군부대마저 혐오 시설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장례식장, 쓰레기 매립장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나) 부산시가 해운대구의 명물 ‘달맞이고개’ 중 아직 훼손되지 않은 달맞이길 아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건축 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자 사유지 지주들이 이에 반발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 땅의 80%가 사유지라는 것이다. 지주들은 

이미 각종 음식점과 아파트 등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달맞이길 상부와의 형평성을 

들이대면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잇따라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문제 1. 윗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가)는 혐오시설 유치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생긴 갈등이고, (나)는 자신의 땅

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나타내주고 있다. 두 사례

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다. 개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해

관계에 대단히 민첩하다. 특히 혐오시설 건립이나,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경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 2.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 혐오시설을 건립하거나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정부는 늘 특정 지

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다. 이로 인한 뿌리 깊은 피해의식

은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를 들 수 있다. 19년간의 논쟁과 대립, 추진과 포기가 반복된 난제 중의 난제였

다. 결국,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선정을 대신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후보지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에 포항, 영덕, 군산, 경주에서 유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고의 찬성률을 보여준 경주가 최종 부지로 확정되었다. 이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

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주민 반대가 심한 국책사업 추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문제 3. 개인과 공동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부지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건강한 사회

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은 사회이다. 합리적인 약속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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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갈등은 어떤 점에서 민주화 과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진통이다. 또한 

갈등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순기능을 갖고 있

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갈

등이 사회의 수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어날 때 갈등이 갖는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갈등이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듯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

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 공공갈등이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공론화

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당

사자의 이해 제고뿐만 아니라 상호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쟁점의 왜곡가능성을 낮춰주는 효

과가 있다.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토론의 장을 마

련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실정보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론화 기제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루어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개

인과 개인 간의 신뢰 또한 향상 될 것이다. 이는 개개인들의 삶 속에 상대를 배려하는 이타적

인 행동이 일상화 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를 장려하는 도덕적 프로그램과 사회적 환

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훌륭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성찰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 ◈

1) 민주사회와 갈등의 관계: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의견

의 다양성을 존중하므로 갈등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유도

2)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

① 갈등의 제도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② 집단의 의사 표출 장치 마련: 다수결의 원칙, 투표제도, 정당제도 등

3) 사회적 쟁점의 해결 원칙

① 합법적 방법: 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

② 민주적 방법: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칙, 소수 의견 존중

③ 평화적 방법: 양보와 타협, 폭력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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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문계열 공통문제 (2009학년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습기가 많은 곳에 살면 허리병이 생기지만, 미꾸라지는 그렇지 않다. 나무 위에

서 사람은 불안해 하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초식동물의 고기를 먹고 순록은 풀

을 뜯고 지네는 뱀을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즐겨 먹는다. 이 넷 가운데 누가 올바른 맛

을 아는 것일까? 원숭이는 편저(원숭이와 같은 종류이나 다른 과에 속함)를 짝으로 하고, 고

라니는 사슴과 교배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논다. 사람들이 모장(毛嬙)과 여희(麗姬)*

를 미인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숨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순록과 사슴은 기운껏 달아난다. 이 넷 가운데 누가 천하의 미인을 아는 것일까?

                                             *모장, 여희 : 중국 고대의 유명한 두 미인

   

(나) 근대 경험론자인 베이컨(F. Bacon)은 “지식은 힘이다.”라는 선언을 통해 인간 삶의 풍요

로움을 위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지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근대의 합리론자

인 데카르트(R. Descartes)는 “생각하는 나만이 확실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인간의 사유, 

즉 이성을 확실성의 최고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식과 이성을 지닌 인간은 만물

의 영장으로서 자연 안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모든 자연물을 자신의 삶

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게 되었다. 

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해 보시오.

- 제시문 (가)는 자연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미꾸라지나 원숭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미

꾸라지에게는 습기가 많은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고, 원숭이에게는 나무 꼭대기가 그렇다. 그

러나 사람은 물속이나 나무 꼭대기에 있으면 아주 불편하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모장이나 

여희들을 남자들이 보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새나 사슴은 아름답게 느끼기는커녕 오

히려 도망가 버린다. 모장이나 여희는 사람 중심으로 판단한 아름다움일 뿐이다. 

  이와 같이 옳고 그름은 각자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모두 상대적이다. 사람은 대자연의 일부이므로 사람이나 미꾸라지, 원숭이, 새, 

물고기 모두 동등한 것이다. 이들 동식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

람만큼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과 이성을 통해 자연을 이용하라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

을 보이고 있다. 

 즉, 두 제시문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을 그 자체(목적)로 보는 

관점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간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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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문 (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나타난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진

술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 제시문 (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

경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인간을 위해서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환경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3. 위 2번 문제에서 진술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에 비추어 설명하시

오.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진술하시오.20

- 이와 같은 문제점 즉,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시키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해결하기 위

해서 제시문 (가)에 나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제시문 (가)는 동식물들도 사람

과 마찬가지로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만큼 가치가 있으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가)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법률에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자연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인간이 이를 함부

로 침해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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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영대학

경영학부

문제 1.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기업에서 회계 부정이나 2세 상속문제와 관련하

여 사회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전한 기업 운영을 위해

서 기업이 지켜야 할 윤리(기업윤리)는 어떤 것들인가?

1) 기업의 정의

-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 전문 집단이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윤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2) 회계부정(분식회계)

※ 분식(粉飾):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분식회

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2세 상속문제

-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사용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

법상속은 사회적 도덕성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적 기업에 걸 맞는 도덕성

이 필요한 때이다.

4)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

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400년 만석꾼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을 토대로 만든 포스코 CF

그 아름다운 고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만석이상 모으지 마라 -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베풀어라

흉년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라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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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 다음 3문제 중 1문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문제 1.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이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

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시오. 

1) 시장 실패: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경쟁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진다면, 시장은 더 이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가 될 수 없다. 시장이 

더 이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2) 시장 실패의 종류: 독과점 형성, 외부 효과 발생, 공공재의 공급 부족 등

3) 독과점 시장에서의 시장의 실패

 (1) 의미 :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 → 경

쟁의 제한

 (2) 독과점 형성시의 문제점 :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 수준이 높아져 사

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

 (3) 독과점 발생에 대한 대책 :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감축 등에 대한 

감시나 제재(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과대광고의 시정이나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독과점 기업의 이윤 일부를 조세로 징수, 최

고 가격제 시행, 새로운 기업의 시장 참여 유도 등

4)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1) 의미: 국방, 치안, 도로 등 여러 사람의 공공 소비가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

 (2) 공공재의 특성

  ① 비배제성: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배제할 수)없는 것. 너 빠져~X

  ② 비경합성: 추가로 소비를 한다 해도 이미 소비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

는 현상(한 여자를 둘러싼 두 남자 친구는 라이벌 관계이다 - 경합성을 가진다.)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무임승차’ 행위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를 시장

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되거나 공급되지 못한다.

* 무임승차: 공공재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은 그 재화의 소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

른 사람이 구입해 놓은 것을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

 (3) 공공재 생산의 문제점: 시장에 생산과 소비를 맡길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양과 

질에서 떨어지게 됨

 (4) 대책 : 국방, 치안, 사회 간접 자본 등의 공급을 정부가 직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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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 효과와 시장의 실패

 (1) 어떤 사람의 경제적 행위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이

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2) 구분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사회의 적정 생산량보

다 적게 생산(과소 생산)  첨단 산업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사회에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생산됨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회의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과잉 생산)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생산업자의 경우 자신

의 경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생산을 하게 됨

(3) 대책

 ① 부정적 외부 효과: 오염 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 설정, 정화 시설의 의무화, 환경세 부과 등

 ② 이로운 외부 효과: 특허권 부여, 조세의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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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자

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찬반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세계화의 개념

1) 세계화란 국가 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들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장벽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장벽 - 예컨대 외국인, 

외국상품, 외국 자본의 국내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 - 일수도 있고, 국간의 이동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 언어상의 차이, 또는 외국 문화의 수용을 배격하는 정서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장벽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세계금융위기

  2007년 금융 위기는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일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가

리킨다. 2008년 9월에 정점에 다다랐다. 상황에 따라 2008년 금융 위기라고 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1929년 대공황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GDP가 4분기 연속 마

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대공황 이후 가장 긴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일본, 영국, 프랑스

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제상황 또한 매우 나빠져 이 파급효과가 전 세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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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1) 보호무역

-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

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

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

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

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

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 무역주의자들의 자

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

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

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③ 국내경기의 안정으

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④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

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

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 자유무역

-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

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

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

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

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

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 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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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

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

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

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量)과 질(質)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

과 규모(規模)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雇傭機會)가 창출되고 생산

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成長感覺)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

되어 유효수요(有效需要)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전망 ◈
  

1. G20이란? 

  G20의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합니다.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

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 1974년 석유파동: G7의 탄생

  1974년 오일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

아) 정상들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1976

년)가 합류해 G7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 문제, 인질 문제, 난민 문제 등 정

치적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정식 가입해 G8이 되었습니다. 

3.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G20재무장관회의

  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G7 국

가와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재무장관·중앙

은행총재 회의에 합의하였습니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총 GDP의 

85%에 달합니다. 

4. 2008 글로벌 금융위기: G20정상회의 개최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

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

습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입니다.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습

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이며,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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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20 회원국?

1) G7(7)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2) 신흥경제 12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3) 유럽연합 의장국: 벨기에

6.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미

  지금도 통한의 역사로 남아 있듯이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가하려다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는 수모를 당한 끝에 울분에 못 이겨 자결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동네 유지 모임’이었던 만국평화회의장에 발도 못 디뎠던 우리나라는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하는 등 일제 강점과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 고초를 겪

어왔다. 그러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흐름의 실질적 축인 G20 회원국으로서 ‘지구촌 리더 모

임’의 당당한 일원이 됐을 뿐 아니라 회의 주최로 좌장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사건이다.

7. G20 정상회의와 환율전쟁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환율전쟁이 벌어

지고 있다. 아니 이제는 지구상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크게 골병이 들었다. 월가에서 시작된 위기는 많은 미국인들을 실

업과 빚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런데, 재정은 바닥이 나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만한 

정책 수단도 마땅한 게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수출확대 정책이다. 지난 3월 오바마 대통

령은 향후 5년간 미국의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먼저 중국에 화살을 돌렸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지난 수십년

간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경제규모도 커졌으니, 위안화 가치를 20~40 퍼센트 절상해서 

흑자를 줄이는 대신 미국이 물건을 팔기 쉽게 내수를 키우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이러한 공세

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상하면 많은 수출기업이 도산하고 경제도 절단이 나니 그렇

게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절상은 하되 자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

국이 순순히 말을 안 듣자, 미국은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 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달러

화 약세를 유도했고 이에 유럽도 동조했다. 달러화와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자, 금융위기의 

피해가 덜한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초강세를 띠게 되었다. 주요 수출품의 가

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그래도 엔화의 강세

가 꺾이지 않자, 지난주에는 일본 총리와 재무상이 한국을 중국과 함께 환율 조작국이라고 싸

잡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G20회의 의장국 

자격 운운하면서. 국내의 대일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제는 거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기세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 문제로 

얼룩질 싸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왔다.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릴 G20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그 전초전이 될 것이다. 

- 데일리안,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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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숨 돌린 환율전쟁… ‘서울 정상회의’ 가는 길 가뿐

  23일 경주에서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공동

합의를 도출해냄에 따라 글로벌 환율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재분배 문제나 금융규제 개혁논의도 각각 상당 수준의 진전과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로 

11월11~12일의 서울 정상회의 부담은 크게 덜게 됐다. 

  하지만 환율갈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가 구체적 ‘행동’이 아닌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합의된 경

상수지 목표제 등은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 도출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없

지 않다.                                                          - 경향신문, 2010-10-24 

Ⅲ.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제 1. 한글은 언제 누가 창제했나? 그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 2. 다음 전제를 충족하도록 답변해 보시오.

  1)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내의 문학 작품을 생각하시오.

  2) 이 작품들을 문학 갈래 유형별로 나누어 보시오. 

  3) 그 문학 갈래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문제 1>

1. 한글 창제의 배경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이두(吏讀)와 구결(口訣)을 써 왔는데, 구결은 본래 한문에 구두(句讀)를 

떼는 데 쓰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 편법에 지나지 않았고, 이두는 비록 한국어를 표시함에 틀림

이 없었지만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적을 수 없었으며, 그 표기법의 일원성(一元性)이 없어서 설

사 이두로써 족하다 해도 한자교육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문자생활의 불편은 한자를 쓰지 

않고도,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새로운 글자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조가 세종 때에 특히 두드러져 드디어 1443년 음력 12월에 문자혁명의 결실을 보

게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에 관하여는 세종이 손수 저술한 《훈민정음》 예의편(例義篇) 

첫머리에 잘 나타나 있으니 첫째 한국어는 중국말과 다르므로 한자를 가지고는 잘 표기할 수 

없으며, 둘째 우리의 고유한 글자가 없어서 문자생활의 불편이 매우 심하고, 셋째 이런 뜻에서 

새로 글자를 만들었으니 일상생활에 편하게 쓰라는 것이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당시까지 한문 의존에 따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의 고유 문자로서 창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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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제 논란

  오늘날 한글이라 불리는 글이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세종대왕 25년인 

1443년이다. 창제 당시에 한글은 '훈민정음'이라 불렸으며 1446년 음력 9월 초에는 《훈민정음》

(통칭 '해례본')이 책으로 엮어졌다. 이 사실은 정인지(鄭麟趾)가 쓴 〈서(序)〉로 확인된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세종대왕이 홀로 글을 창제했는지,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

을 받았는지, 아니면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자들이 글을 창제했는지가 문제이다. 세

종실록(世宗實錄)은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친히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성현(成俔, 1439년~1504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제7권에서 세종이 언문청을 세워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글을 짓도록 명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

(1906년)에서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창제했다고 썼다. 그리하여 한글 창

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관여했다는 설이 우세하게 되었으나, 이기문을 비롯한 학자들은 기록에 

나타난 당시 정황을 볼 때 세종이 한글을 홀로 창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한글 창제 후 세종은 표음주의 표기가 일반적인 당대의 표기법과는 달리 형태주의 

표기를 주로 활용하고 동국정운 같은 책을 편찬한 예에서 보듯이 국어와 중국어의 전반에 걸

쳐 음운학 및 언어학에 깊은 조예와 지식을 보여 주었다.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 창제 후 정음

청에서 한글을 사용한 편찬 사업에만 관여했다는 것이다.

3. 다른 언어에서의 한글 사용 - 찌아찌아족은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 

“이소오 꾸라꾸라 보도! 비나땅 뿌리에 빠깔루아라노 하떼노? 불라이!” 

“찌아모 마이 까라지아 아가아노 땅까노모 띠뽀자가니 마이돔바…” 

  이것은 대체 어느 나라 언어일까? 뜻은 알 수 없지만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읽

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한글로 나타낸 찌아찌아어(語)로, 2009년 7월 21일부터 교육에 활

용 중인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인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사용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2010년 7월

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글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한글이 찌아찌아족의 공식 문자가 된 것

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글을 사용하게 됐을까?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 부톤섬 바

우바우시(市)에 살고 있는 찌아찌아족은 그들 부족의 고유 언어인 찌아찌아어를 갖고 있다. 하

지만 수백 년 동안 그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어 역사를 비롯한 그 무엇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찌아찌아어를 기록할 문자로 우리나라 한글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훈민정

음학회가 한글을 세계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됐다. 이제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만큼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우수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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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은 띄어쓰기가 발달된 언어지만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 이는 영어

보다 우수한 점 중 하나다. 영어는 알파벳 철자를 하나씩 옆으로 늘어 쓰는 반면, 한글은 자음

과 모음을 한데 모아 글자를 하나씩 만들고 이 글자(음절)를 이어 쓴다. 한마디로 영어는 늘어 

쓰는 데 비해 한글은 모아쓰는 방식을 취한다는 뜻이다. 한글은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 띄어쓰

기를 안 하더라도 대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명사 전체의 70%가 한자어이고 명사에 붙는 은·

는·이·가·도 같은 조사를 쉽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

낼 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휴대전화 문자는 글자 수 제한이 있어 대부분 띄어쓰기를 하

지 않고 보내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소리에 따라 기록하는 소리글자로 만들었다. 소리글자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내는 글자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로마자나 아랍어로 적을 수 

없는 찌아찌아어의 소리를 한글로는 쉽게 표기할 수 있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은 발음기관인 입술, 이, 혀, 목구멍의 모양, 

어금니에 혀뿌리가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ㄱ, ㄴ, ㅁ, ㅅ, ㅇ)에 획을 더해 총 17개로 

만들어졌다. 모음은 하늘, 땅, 인간이라는 철학적인 원리를 반영한 기본자 세 자(·, ㅡ, l)를 바탕

으로 획을 더해 총 11자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서도 인식하는 한글도 소리글자일까? 이는 뇌의 일부가 망가져 글자

를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를 연구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소리글자인 영어와 비교하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난독증환자가 ‘책상’이란 글자를 읽으면 ‘책책…상상…책상!’이라고 

발음한다. 하지만 영어권 난독증 환자는 알파벳 철자를 하나씩 나눠 발음한다. 책상에 해당하

는 단어인 ‘desk’를 발음한다면 ‘d…e…s…k…desk!’라고 말하는 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한글

은 철자가 아니라 소리를 따라 기억된다. 이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시각적인 철자 모양이 아니

라 발음 소리로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려대 심리학과 남기춘 교수팀이 단어를 인

식할 때 ‘철자이웃’과 ‘음운이웃’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해 얻은 결과다. 철자이웃

은 한 단어와 철자 하나가 같은 단어이고, 음운이웃은 한 단어와 발음 하나가 같은 단어를 말

한다. ‘반란(‘발란’으로 읽음)‘이란 단어를 예로 들면 반구, 반도, 반대 등이 철자이웃이고 발달, 

발표, 발명 등이 음운이웃이다. 남 교수팀은 36명을 대상으로 철자이웃과 음운이웃이 모두 많

은 단어, 철자이웃은 많지만 음운이웃이 적은 단어, 철자이웃은 적지만 음운이웃이 많은 단어, 

철자이웃과 음운이웃이 모두 적은 단어를 각각 17개를 제시하며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했다. 실험 결과 음운이웃이 많은 경우에 어휘 판단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머릿속

의 국어사전이 음운(소리)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으로 음운이웃이 많으면 그 이웃끼

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져 판단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또 연구팀이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단어가 뇌에서 음운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지를 기능

성자기공명영상(fMRI)으로 확인한 결과 측두엽을 비롯해 음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됐다. 특히 음운이웃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더 크게 나

타났다. 세종대왕이 소리글자로 창제한 한글이 한국인의 뇌 속에도 소리글자로 깊이 박혀 있다

는 사실이 현대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훈민정음학회는 찌아찌아어 사례를 바탕으로 문자를 갖지 못한 소수민족들에게 한글을 전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 첫발을 내디딘 한글, 앞으로 한반도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 한겨레신문,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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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I have worked as a research scientist at NASA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I can 

say without a doubt that more money should be allocated for research in outer 

space. I realize that research of animal and plant life on our own planet is 

important, but I can't agree with those dreary scientists who maintain that such 

research is more important that research of, say, Mars. Recent studies show 

evidence of primitive life forms on Mars; who knows what we might learn from 

studying such life forms? The possibilities are, like space itself, infinite. 

문제 1. 주어진 글을 자연스럽게 소리 내어 읽어 보시오.

문제 2.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시오.

- 나는 과거 20년 동안 연구 과학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심 없이 더 많은 돈은 우

주의 연구를 위해 할당되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성(지구)에 사는 동식

물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연구(동식물의 연구)가 우주의 연구

(말하자면 화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따분한 과학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

근 연구는 화성의 원시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화성의 삶의 형태로부터 무

엇을 배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우주와 같이 무한합니다.

교육학과

문제 1. “학생의 미래는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진술

문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문제 2. 학생들이 진학할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1>

  교직의 특수성 가운데 하나가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으로 특히 미성숙자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미성숙자는 성숙한 교사의 행동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을 의미하고 있다. 그만큼 교사의 자질과 행동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 2>

자신의 의견과 이유 밝히기 

1) 자신이 선호하는 학과를 선택?

2) 대학의 네임벨류 위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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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의 특수성

1.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으로서 특히 미성숙자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다.

2. 교직은 사회봉사직으로 국가와 민족에 큰 영향을 준다.

◈ 교직의 전문직 성격

1. 교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하며 장기간의 교육을 받는다.

2. 교직은 자율성을 갖는다.

3. 교직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권한을 갖는다.

4. 교직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적 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교직은 봉사 지향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갖는 공적 직업이다.

유아교육과

문제 1. 만5세 조카를 1시간 동안 돌보게 되었다. 어떻게 시간을 계획하여 보낼 

것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만3-5세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놀이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해보시오.

1. 4~5세 유아의 발달적 특성

  유아는 4~5세 기간 동안 대단히 빠르게 변화한다. 많은 유아들이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에 다니게 되면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관심이 확장되지만 아직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게 된다. 유아는 이제 아기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운동화 끈매기와 같은 소근육 기술, 자전

거 타기와 같은 정교한 대근육 기술이 능숙해져서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

전과 다르게 사고하기 시작한다.

  4~5세 시기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능력과 흥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해 가지 때문에 

많은 놀잇감이 필요하며 3세에서 필요한 많은 놀잇감이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아

들은 개개인의 발달 차가 커서 모든 유아가 일률적인 능력과 놀이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아의 문화적 배경, 가정 분위기, 개인적 경험은 기

술과 흥미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4~5세의 인지발달

1)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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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세워서 목표 지향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놀이 전에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놀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지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므로 학습과 연관되는 놀이, 예를 들어 분류놀이, 수놀

이, 문자놀이 등에 흥미가 많아진다.

· 만 3세 시기에 단순한 감촉을 즐기던 물과 모래를 이용하여 이제는 물에 뜨고 가라앉는 물건

을 구별하고 비누 방울 놀이를 하는 등 과학적인 탐색을 하거나 터널, 수로 등을 만드는 놀이

를 한다.

· 전략보다는 우연에 의존한 간단한 게임을 한다.

2) 5세

· 때때로 한 가지 이상의 속성, 예를 들어 색과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류나 맞추기 활동을 

한다.

· 예술 활동 과정의 결과에 흥미를 보인다. 옷 입기, 극놀이, 쌓기놀이에서 사실적인지 여부에 

대한 세세한 관심이 증가한다.

· 인지 능력의 발달로 인해 주사위 게임이나 바둑판 게임, 운동 게임 등과 같이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한다.

· 구체적 조작기로 전이하기 시작하므로 논리적인 사고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의 

사고는 전보다 더 잘 조직되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돈된 세계를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돋보기나 저울, 온도계 등으로 관찰하고 실험하는 놀이를 

즐긴다.

- 「유아에게 적합한 125가지 놀잇감」

 

지리교육과
문제 1. 다음 <표>는 강릉, 춘천, 울릉도의 기후 값을 나타낸다. A, B, C가 각각 ①어느 

지역인지 답하고, ②그렇게 답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기온

연강수량

A
기온(℃) -4.5 -1.8 4.2 11.4 16.8 21.5 24.5 24.3 18.9 12.1 4.8 -1.7 10.9

강수량
(㎜) 20 24 40 70 100 131 319 310 144 43 44 22 1,266

B
기온(℃) 0.3 1.4 5.9 12.6 17.6 20.6 24.1 24.4 20.1 15.1 9.0 3.3 12.9

강수량
(㎜) 65 59 72 78 84 122 197 288 207 104 82 44 1,401

C
기온(℃) 1.3 1.6 5.2 10.8 15.4 18.6 22.3 23.4 19.7 15.1 9.5 4.4 12.3

강수량
(㎜) 110 84 68 76 86 108 126 148 151 79 99 1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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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춘천입니다. 왜냐하면 춘천은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

납니다. 그러므로 1월과 7,8월의 기온차가 큰 A지역은 춘천입니다.

B지역: 강릉입니다. 강릉은 동해근처에 있으며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바다 근처이기 때문

에 겨울에도 같은 위도상의 춘천에 비해 기온이 높습니다. 따라서 B지역은 강릉입니다.

C지역: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12월, 1월에 강수량이 많은 것은 적

설량을 의미하는데, 울릉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습해진 북서계절풍이 수증기를 몰고 

와서 내륙인 울릉도에 도착하면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지역은 울릉도입니다.  

◈ 동해안의 기온이 높은 이유

1)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인 함경, 태백산맥 등의 지형이 겨울철에 찬 북서 계절풍을 차단하는 

한편 푄현상의 영향으로 바람 의지 사면인 동해안 쪽의 기온이 높다.

2) 동해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겨울에도 수온이 서서히 떨어지며, 또한 난류인 동한 해류가 흐

르기 때문에 따뜻한 해풍이 불어와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다.

역사교육과
문제1. 다음을 소리 내어 읽어보시오.

  1998년에 成立된 金大中 政府는 外換 危機 克服 및 民主主義와 市場 經濟의 並行 發展을 

闡明하였고, 南北 平和 定着을 위한 積極的인 對北 政策을 推進하였다. 

  2003년에 成立된 盧武鉉 政府는 國民과 함께 하는 民主主義, 더불어 사는 均衡 發展 社

會, 平和와 繁榮의 東北亞 時代 등을 國政 目標로 推進하였다.

(『高等學校 國史 敎科書』 128쪽)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어 밝힘)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

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성립된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번성하고 영화롭게 됨)의 동북아 시대 등을 국정 목표로 추진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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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서들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골라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이익의 『성호사설』 / 박지원의 『열하일기』 / 정약용의 『목민심서』

1. 성호사설

  내용상의 특징이자 저자 학문의 정수인 사회개혁에 대한 폭넓은 주장들은 대개 <인사문>에 담겨 있다. 

거기서 저자는 왕도정치를 원론적으로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붕당(朋黨)간의 정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붕당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정쟁의 명분에 대해

서는 “스스로 국시라고 주창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망치는 논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혁을 주장하고 천거제를 강조하였으며, 정부 조직 최상부에 있는 비변

사를 폐지하자는 것으로부터 지방 군현의 재편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시 소농민

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던 화폐제를 폐지하고 상평창을 부활할 것, 서얼차별의 폐지와 노비제도의 개선, 

혼인이나 상례 관습에 대한 개혁안 등 저자의 주장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또한 서양의 과학기술이 매우 정교함을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려고 한 입장도 당시로서는 큰 의미를 지

니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저술이 아니므로 체계적이 못되고 화폐의 폐지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잘못 읽은 주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 시기의 실학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후배들에게 전파하는 호수의 

구실을 하였다는 저자 학문의 중심이 되는 저술이다. 

2. 열하일기

  이 책에는 중국의 역사·지리·풍속·습상(習尙)·고거(攷據)·토목·건축·선박·의학·인물·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문학·예술·고동(古董) 지리·천문·병사 등에 걸쳐 수록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상세히 기술

되어있다. 

  수레나 선박의 활용과 벽돌의 사용, 지동설에 대한 중국 학자들과의 토론 등 청조의 번창한 문화와 문

물을 본받을 것(북학·北學)을 주장,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중 하나로 꼽히며 파격적 문장으

로 국문학적으로는 영-정조(英-正祖) 연간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중요 저술로도 평가된다.

3. 목민심서

  필사본 48권 16책. 이 책은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술한 것으로 

유배가 끝나는 해인 1818년 완성되었다. 책의 내용은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과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것인데, 그의 부친이 여러 고을의 지방관을 지낼 때 임지에 따라가 견문을 넓혔고, 그 자신도 지

방관 및 경기도 암행어사를 지내면서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술이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데, 조선후기의 지방 실정에 대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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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과

문제 1. 경제성장(효율성)과 사회복지(형평성), 두 가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상충하는가? 이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말해 보라.

문제 2.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을 설명하고(근거, 해결 방안 등),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문제 1>

1. 성장론의 논지와 배경

  성장이 이뤄지고 나면 분배는 저절로 해결된다. 분배에 치중하면 성취동기가 불분명해져 경

제 발전 역량이 떨어진다. 성장을 추구하면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도 부(富)가 확산

돼 분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실업 문제 등이 풀린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선진국 진입

을 시도하다 몰락한 것은 지나친 분배정책 때문이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분배 위주의 정

책을 펴다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성장에 매진

해야 하고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배만 강조하면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2. 분배론의 논지와 배경

  소득분배를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하면 경제는 스스로 성장한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다. 노동자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성장

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허슈먼의 터널 효과라는 것이 있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경제가 발전한 뒤에 소득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심화돼 

경제는 나빠진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부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배와 복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지속되려면 다수가 참여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성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가 전달되지는 않는다.

3. 성장과 분배는 조화될 수 없나?

  성장과 분배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본 대로 성장이나 분배, 어느 한쪽의 논

리에 집착할 수는 없다. 얼마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장 없이는 나눠 가질 부

(富)가 없으므로 분배는 생각할 수 없다. 성장이 분배의 전제 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당

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일방적인 성장정책을 언제까지나 

펼 수는 없을 것이다.

  성장의 끝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언제까지나 성장의 이름 아래 부당한 분배를 묵인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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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형평에 맞는 분배가 안 되면 불만은 누적되고 그 결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능력과 공헌도에 관계없이 평등한 분배는 불가하다. 완전히 평등한 분배는 사회주

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민주자유국가에서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분배를 줄여 나가는 정책적 목표가 필요하다. 근로행위나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것일진대 먼 후대를 위해, 또는 일부 계층을 위해 계속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

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한국은 0.306으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80·1995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도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편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의 초점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모아진다. 사후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비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분배 중심의 정책이다. 대규모 정책 사업을 실시하

고 기간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제 2>

1.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맹자는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100년쯤 후에 태어났고, 순자는 맹자가 56세가 되었을 때쯤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들이지만 그 방향은 서로 달랐

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북돋아주고 발전시켜 정치를 펼

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보는 이 견해를 '성선설(性善說)'이라 하

며, 이것으로부터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정치(王道政治)가 나오게 되었다. 성선설은 수천 년 동

안 중국 사상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

교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순자는 이에 대립되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했다.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견해로,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은 법과 교육 등의 후천적 노력에 의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1) 맹자의 성선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공자의 사상부터 살펴봐야한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

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다.'고 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인 착한지 그

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고, 인간의 본성이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

라진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

였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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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려고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을 당할 때 '차마 그대로 볼 수 없는 마

음이야말로 사람들 누구나가 갖고 있는 착한 본성이라고 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네 가지

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

음을 갖는 것, 옳지 않은 일을 미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측은

히 여기는 마음은 '仁'이라 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義'라고 하며, 공경하는 마음은 '禮'라 

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智'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본성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인데,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을 뿐

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면 얻을 수 있지만, 버리면 잃어버리게 된다."

2) 순자의 성악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본성만을 따르게 되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고 미워하게 되며, 심지어는 남을 해치는 일도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순자는 자신이 

주장한 성악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이익을 좋아하고, 좋은 것만을 

탐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한 본성만 따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 싸워서 빼앗으려는 마

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질

투하고 미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 생

기게 되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지고 만다."

  순자는 인간에게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악한 마음도 함께 자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법과 교육 등의 후천적 노력에 의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좋고 싫음을 느끼게 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게 된다고 보았다. 가질 수 있는 재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순수한 마음을 잃기 전

에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순자의 '禮'를 중시하는 정치 이

론이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