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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ඌԧ
ୢ෴
۩ঃ

ࡦு૬Գ
ࢂා
୪ਏୀգ
ծવ
࣌
׆ஜրࡧࡣ

ࢂ
ॷฎɆ

ࢂ
ॷฎɇ

ڍ২
ճॷ

,6
ڍ২
ୀ
ୢ෴

ୀ

ծવࢫ֗ր

ࢂॷฎ
ր
֗ր
ࢂා

׆ 
ࡣ
֜
࣌ ֝ઘ ॷฎ ܑ۴
ࢄࠤ ฃ
ր ր

1

○

○

2

○

○

1

○

○

2

2-1

○

2

2-2

○

2

2-3

○

1

1-1

○

1

1-2

○

2

2-1

○

2

2-2

○

2

2-3

○

생명과학Ⅰ

1

○

생명과학Ⅰ

2

○

화학Ⅰ

1

○

화학Ⅰ

2

○

물리Ⅰ

1

○

물리Ⅰ

2

○

1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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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ଭ টෘ ઽේ ඌԧ ஏ  ֜ন ւ ָ୨ଠ ଭ վ֗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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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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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ծ

ਏ׆

ٛ

ଁ_ଁ

∙ڍ২ୀࢂীฎճ֗֗ॷࡣট୨ীு
ଵਏ
ٛճ֗֗ଖր୨րڍ২ճॷٍଲܑ݊ഠଭ ڍ২ճॷࢺ࣑ 
తࢺਐ݊ୀࢂ
∙ڍ২֜ฎԹౖ
ଵਏ
ٛڍܑڂ২ճॷէր࣪ճࢫഠଭ ڍܑڂ২ճॷ
ઽࢺੲڍଭ

ΘվକՑஹ

ଁ_ଁ

∙ࡦଭڍ২ճॷ ܑڂਓ୪ڍ২ճॷ࣐ࢂ୪କ෴վକ
ౢ୪_ ण ࣭֗֗ࡣ
Ցஹ෮֗ॷࡣ
׆ԩ_࣭֗ళൾଲࠜധැਓਏ
∙ڍ২Գրڍ২ԧଲ݁ँ୪ୁଡധۥැܑౢ୪ࢺේվକ
ڍ২ԳԹড ঃਏ 
ڍ২ԧଲ݁ँ ऀบճ֗ࢼऀࢫF#PPL୪ୁ

ć
Ιট୨
ć

ଁ

∙ౢ୪ ࣭֗֗ࡣ ࢫՑஹ ෮֗ॷࡣ ট୨

ଁ

∙෮֗ॷԧౢ୪ଡ۩ঃଞߦ֗ଖր୨ߨࢫճ֗֗ଖր୨ੲٛ
∙টෘઽේඌԧէրࢫ֜ٛ֗ଖ
∙ਏ׆

ଁ_ଁ

∙ౢ୪Ë ࣭֗֗ࡣ 
ճ֗֗ଖր୨ টෘઽේඌԧୀ߹୪վ
∙ՑஹË ෮֗ॷࡣ 
ڍ২ࢂ୪ ુਏۢੲ ࢂ୪ඦଲ݊ճ֗֗ଖր୨ଲٛ

ଁ_
ଁ

∙ॷ֗ଖઽේඌԧ֜ਏෘ
׆ԩ_
ٛࢫऀࡦডࢂॷ ڍ২ճॷઽේඌԧ݊
∙ڍ২ୀࢂীฎীு
ޭୀࢂ ૈඹޭୀࢂ 
ٛڍܑڂ২ճॷէրՑഠ 
∙টෘઽේඌԧฎ෮֗ॷค۩<࣡լ>
෮֗ॷࡣĄࡣ ֗րࡧࡣଲঃ
ॷୢডࢂॷڍܑڂ২ճॷՑഠ ઽේඌԧ࣪ճছԮ 
ডࢂॷਓਏ
∙টෘઽේඌԧฎԹౖ 
ٛౢ୪࣐ࢫটෘକࢳ૬ՑÂंজÂඌԧ ۗଣ
ܑ۩ճॷࢱઽॷා୪ੲ

Ηࢺේড୨

ć

Κॷୢ֗ଖ
<ԧ>
ć
Λౢ୪Ցஹ
ć

Μฅࠑ

4

❚ ౢ୪ୢ  ճ֗ ֗ଖր୨ ंজ  ճ֗ ֗րছ ு ࢫ ंজ  ౢ୪ÂՑ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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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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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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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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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ۀվ֗ଖ୨ঃฃ࣑ଡ নਓํ ଲෘ ڍ ܑڂ২ճ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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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ଡ ധැ ր ֗ॷԧ ॷ֗ଖ ઢଲ ஜण්  ଼ܑߧ ଠ ୨࣪ࠜ
ࡿ߹ߦ୪վ්ծฏ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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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ଖր୨ୢࢂԧఙߢڍଭ්ࠜુ୨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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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୨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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টෘ ઽේඌԧ ฎ ֜নଭ ۗઑฃࠜ ധැ  ୨ ճ֗କ෴ ࢫ 
લ౿౿ੴܑߧԧୡߚڋଡլச්ુ୨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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લणଘ
ճ֗କ෴ण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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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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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บ
ࢺী୍ճ֗֗ॷଲঃଞߦલੲࢼ
ଵࢱճକ ճ֗କ෴ੲࢼ

ॷ֗ଖ ઽේඌԧ ֜൚ր টෘ ઽේඌԧ ฎԩଭ ծনଡ Գฃ
ਓாୡഠଭࠜധැԹটࢺੲܑౢ఼ծ֜ౠ්ુ୨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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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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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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ɉଭࢂා୪ౢઑਐ ࢂාಉ݁ ऋହ
 문항카드 1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 [문제 1] :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설명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최근 들어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
하면서 ‘장소(場所, place)’ 개념이 새롭게 부상했다. 이때 장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
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성인 장소성(場所
性)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애(場所
愛)라고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인간이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중심
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 보았다. 그는 서울,
뉴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보다 집, 고향과 같은 보편적인 장소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중 집
을 가장 진정한 장소로 여겼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통해 나의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하는 것처럼 장소의 본질은 내적 경험에 있고, 따라서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
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렐프는 장소와 장소를 경험하는 주
체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 유대감인 ‘장소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이라 명명하며, 장소들이 획일
화되어 가는 것과 상품화된 가짜 장소가 등장하는 것을 대표적인 현상으로 들었다. 자본주의
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비슷한 생활 방식을 보이는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순수하게 관광객
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즈니랜드 같은 곳은 무장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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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특강 ‘독서’

[나]
자본주의 경제는 무한히 반복되는 확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잉여를 온전히 생산
에 재투자한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는 ‘수단-목적 합리성’으로, 이것은
최선의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고 이를 다시 수단 삼아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원리이
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소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다.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유용성과 효
용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성(聖)의 세계, 즉 초월성이나 정서, 도덕을 몰아낸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유용한 사물이 되고, 인간의 관계도 사물의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에 대한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사물들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가 형
성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성장 체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것과 소통하는 체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권태와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 다만 노동
을 하는 순간만은 상실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권태와
우울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하지 않는 순간에 자신도 하나
의 유용한 사물로 축소되었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잃어버린 내면성을 되찾
고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생산적이
고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즉 목적을 위해 잉여를 질서 정연하게 소비하
는 것이 아니라 잉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무질서하게 소비해야 한다. 바타유는 이를 ‘무조건
적 소모’라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가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잉여를 소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상실한 내면성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소모’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소
모를 위해서 인간은 유용성을 벗어난 환몽(幻夢)의 세계를 특정의 시·공간에 인위적으로 만들
어 내는 전략을 택한다.
환몽의 세계는 유용성의 세계와 대립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어넘어 황홀경을 경
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세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환몽의 세계를 유용성을 획득하는 수
단으로 전락시킨다. 예를 들어 파리의 아케이드는 황홀경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환몽의 세계의
선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용성에 환몽의 세계를 덧칠하는 전략으로 내면성을 되살리지
못한다. 이것은 후에 백화점 등으로 발전해 나간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환몽은 유용성과 대립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용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수단-목적 합
리성’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모를 위해 선택한 환몽의 세계
마저 유용성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EBS 수능특강 ‘국어’

[다]
다음 도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표 안의 숫자는 응
답자가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기대의 정도(매우 기대, 조금 기대)를 선택한 비율을 나타낸다.
가령 첫 번째 막대의 ‘32.5’는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해 ‘매우 기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다. (2007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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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

* 뉴타운 사업: 노후화된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도심부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라]
내가 얼마나 구박덩이에 미운 오리새끼인가를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따위 너절한 게 아니라 원미동 시인(詩人)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것
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시가 뭣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얼추 짐작하기
로 그것은 달 밝은 밤이나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에서 눈을 착 내리깔고 멋진 말을 몇 마디
내뱉는 것이 아닐까 여기지만 원미동 시인이 하는 것을 보면 매양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원미동 시인 말고도 원미동 카수니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이 있다.
행복사진관 엄 씨 아저씨가 원미동 카수인데 지난 번 ‘전국노래자랑’ 부천 대회에서 예선에도
못 들고 떨어졌다니 대단한 솜씨는 못 될 것이었다. 소라 엄마가 원미동 멋쟁이라는 것은 내
가 가장 잘 안다. 그 보라색 매니큐어와 노랑머리는 소라 엄마뿐이니까. 원미동 똑똑이는, 부
끄럽지만 우리 엄마이다. 부끄럽다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이 심하고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해
대는 똑똑이는 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퀭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닳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서울미용실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자 언
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
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 씨는 무궁화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중략)
그런 몽달 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었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
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이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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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
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
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
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
는 법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
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만날 뚱하
던 언니였다. (중략) 큰언니는 경기도 양평으로 시집가서 농사꾼 아내가 되었으니 상관없지만
둘째 언니 이야기는 말하기가 부끄럽다. 둘째 언니는 처음에는 버스 안내양, 그다음에는 소시
지 공장의 여공원, 그다음에는 다방에서 일하더니 돈 버는 일에 극성인 성격대로 지금은 구로
동 어디에서 스물여섯 살의 처녀가 대폿집을 열고 있다. 언젠가 한번 가 봤더니 키가 멀대같
이 큰 남자가 하나뿐인 방에서 웃통을 벗어부친 채 잠들어 있고 언니는 그 옆에서 엎드려 주
간지를 뒤적이고 있지 않은가. 그만한 정도로도 나는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알 수 있었다.
(중략)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샛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
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져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
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꽉 찍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려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
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러고 보니 빛바랜 바지
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중략)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
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
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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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딴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 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 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중략)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 씨…….
-양귀자, 「원미동 시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출제 의도
건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I>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
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와 [나]는 EBS 교재에서,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취하였으며, [다]의 도표
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
육내용에 충실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학교 수업에 충실했던 수험생
이라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
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학생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논술고사 [문제 1]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부상한 ‘장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인본주
의 지리학에서 강조하는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정서적
유대감의 근원이 되는 공간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된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이 장소애
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의 뉴타운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장소와 상호작용하며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뉴타운 사업과 같은 도시 재개발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
럼 인문학적 개념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도표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회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도 인문학적 통찰과 사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논술고사 [문제 2]는 서로 다른 두 글에서 상호 연계가 가능한 요소를 찾아서 통합한 뒤 그
것을 문학 지문에 나타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가]와 [나]는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내면성의 기반이 되는 ‘장소’ 혹은 ‘장소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
와 유용성의 균질적인 공간이 되어가는 현상을 설명한다. 「원미동 시인」에서 발췌한 지문 [라]
에서 원미동이라는 장소는 화자 ‘나’가 정서적 유대감을 지니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
용과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가]의 ‘근원적인 공간’이며, 이는 [나]의 ‘환몽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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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대변하는 익명과 균질의 공간인 도시 서울과 대조된다. [가]와 [나]를 통해 개인의 구체
적인 경험과 감각이 살아있는 ‘장소’에 대한 인본주의적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와 세
계화에 따른 ‘무장소성’으로의 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장소 개념이 [라]의 화자 ‘나’에
게 어떻게 적용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원미동
이라는 근원적 공간에서 점차 성장해 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장소에 대한 감수성, 같은 장
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 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적 효과를 동반한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분석적
인 사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건국대학교가 필요로 하고 또
미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제 근거

적용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관련

과목명: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 문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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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한국지리 / 경제 / 사회·문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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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 1번 문항
[문제 1]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도표를 설명하는 것
을 요구한다. [가]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장소’의 개념에 대해 설명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제시된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경
험과 정서적 유대감의 근원이 되는 공간을 지칭한다. 이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인
‘장소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성을 지닌 장소에 대해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
을 ‘장소애’ 혹은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서울, 뉴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보
다 ‘집’이라는 보편적인 장소를 통해 장소애를 경험한다.
[가]는 또한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이 장소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런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으로 정의한다. [가]에서
무장소성은 장소의 ‘획일화’와 ‘상품화된 가짜 장소’의 등장과 같은 현상으로 특징화될 수 있
는데,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와 같은 장소가 무장소성을 보여준다.
[다]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가]의 장소의 개념을 바
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의 도표는 뉴타운 사업으로 대표되
는 도시기획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보여주는데, 우선 노후주택 개선, 공원녹지 확대 및 문화
생활 증진 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가]에 제시된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서의 주거 공간, 즉
쾌적하고 안전하며 휴식과 문화의 향유가 가능한 장소로서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
식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 증진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매우 기대’ 역
시 이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새로운 주거공간
이 될 장소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곳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소속
감보다는, [가]에 제시된 ‘장소의 정체성’이 없는 획일적 공간일지라도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등이 향상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주택가치의 상승에 대한 비교적 높은 기대감 역시, 자본 가
치로서의 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뉴타운” 이라는 신도시는 [가]에서 언급된 장소애의 대
상이었던 집이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된 몰개성적이고 균질적인 ‘무장소성’의 공간으로 변화되
어가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응시자가 이처럼 [가]에 제시된 장소성, 장소애(장소 정체성), 무장소성과 같은 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다]의 도표를 잘 설명할 경우,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 반면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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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와의 유기적인 연결 없이 [다]의 도표에 제시된 주택 가치 상승, 노후 주택 개선, 공
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공동체 증진 항목에 대한 수치적 해석에만 집중하여 설명할 경
우,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한편 구도시(old town)가 노후화된 주택, 문화적 편의 시설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 여러 면에서 낙후된 측면이 있으나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감이나 친밀도
의 측면에서는 새로 개발될 뉴타운보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가]에서 말하는 보편
적 장소, 상호 작용을 통한 긍정적 유대감의 측면과 연결될 수 있음을 서술한다면 가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고는 있지만, 공동체 증진에 대
한 기대 역시 67.5%로 나타났으므로,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이 향상된 뉴타운에 대해서 새로
운 장소애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피력한 경우에도 일정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2번 문항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내면성의 기반이 되는 ‘장소’ 혹은 ‘장소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와 유용성의 균질적인 공간이 되어가는 현상을 설명한다. (가)에
서 에드워드 렐프는 집이나 고향같이 한 인간이 공동체 일원으로 뿌리 내리면서 실존적·정서
적인 유대감을 갖는 장소에 주목하며, 이러한 ‘장소애’의 공간이 사라지는 현대사회의 장소 상
실 현상을 ‘무장소성’이라 명명한다. [나]에서는 ‘수단-목적 합리성’만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
제 하에서 인간의 내면성이나 인간관계 역시 유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물화되어감을 지적하고,
얼핏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보이는 ‘환몽의 세계’ 역시 유용성과 효율성의 틀에서 벗어나
지 않음을 지적한다.
[라]에서 ‘원미동’이라는 장소는 화자 ‘나’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고, 그곳을 중심으
로 세계를 바라보고 관계를 맺게 되는 [가]의 ‘근원적인 공간’이다. 화자에게 원미동은 단순한
지리명이나 익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 아니다. 부천의 작은 동네에서 ‘나’는 원미
동 시인 몽달 씨부터 원미동 카수 행복사진관 엄 씨, 원미동 멋쟁이 소라 엄마, 씩씩하고 재
미있는 형제슈퍼 김 반장 등 원미동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그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다. 원미동의 이웃주민들은 ‘나’를 둘러싼 객관적인 공간 환경이
기보다는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구체적인 접촉으로 결국 ‘나’가 존재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근원적 공간인 것이다.
특히 ‘나’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원미동 공동체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몽달
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원미동이 어떻게 ‘나’에게 특별한 ‘장소성’을 지니
는 공간이 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느 날 ‘나’는 괴한에게 얻어맞던 몽달 씨가 김 반장
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이후 그럼에도 끝까지 김 반
장을 옹호하는 몽달 씨에게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소 냉소적이었던 ‘나’가 [라]의 말미
에서 느끼는 슬픈 감정은 ‘수단-목적 합리성’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김 반장을 외려
감싸려는 몽달 씨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접촉과 교감을
통해 원미동은 ‘나’의 정서적 기억과 유대감, 내적 경험이 녹아든 ‘장소애’의 공간이 된다.
원미동이 ‘장소적 정체성’을 지닌 공간이라면,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려운 ‘무장소성’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이 ‘서울’이다. ‘나’의 셋째 언니는 원미동의 궁상이
지겨워 이쁜 얼굴을 무기삼아 서울 이모 옷가게로 가버리며, 둘째 언니 역시 오로지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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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서울 구로동에 술집을 차리지만 웃통을 벗은 채 낮잠 자는 남자 옆에서 주간지를 들
척일 정도로 소외되고 궁색하다. 원미동 사람들은 [나]에서 설명하는 ‘환몽의 세계’이자 익명
과 균질의 도시인 서울로 불나방처럼 찾아들지만, 도시에 대한 환상은 고스란히 유용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흡수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나]에서 말한 인간의 내면성 상실이나 인
간관계에서의 소외라는 자본주의의 사물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을 배경으로
했을 때 ‘나’의 구체적 경험과 기억 혹은 감각이 살아있는 원미동이라는 공간의 ‘장소성’으로
서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다]의 도
표 자료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
한 분석

① 제시문 [다]의 도표의 항목들에 대해 바르게 분석했는가?
제시문 [다]에 제시된 주택 가치 상승, 노후 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공동체 항목에 대한 통계치의 전체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금 기대’와 ‘매우 기대’로 구분된 통계치
를 바탕으로 항목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의 장
소의 개념
과 [다]의
도표 자료
분석을 연
계한 논의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
득력 있는
표현 능력

배점

② 전체적으로 [다]의 도표에 대한 분석을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과
적절하게 연계했는가?
[가]에 제시된 장소성, 장소애(장소의 정체성), 무장소성과 같은 장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의 도표에 제시된 통계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구체적으로 [가]의 장소 개념을 [다]의 도표에 제시된 항목들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적절하게 연계했는가?
[가]에 제시된 장소애(장소의 정체성)의 개념을 [다]의 도표에 제시된
공동체 증진 항목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에 제시
된 무장소성의 개념을 [다]의 도표에 제시된 주택 가치 상승, 노후 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항목과 연계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
하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요약하면 [가]
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의 도표에 제시된 항목들을 범주화
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
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문제 2]의 답안에서 수험생은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라]의 ‘원미동’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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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험생 자신의 견해를 제
시해야 한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가]와 [나]의
연계적 해석과
적절한 적용

지문 [라]의 상
황에 대한 분석
과 견해 제시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
득력 있는 표현
능력

평가 항목 내용
①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계하였는가?
[가]에서 말하는 ‘장소’, ‘장소애’의 개념이 [나]의 ‘수단-목적 합
리성’을 위해 작동하는 ‘환몽의 세계’라는 개념에 대립되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가 관건이다.
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과 그것들의 관계 양상을 [라]와 관련
한 논의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가? [가]와 [나]에 담겨 있는 ‘장
소애’, ‘장소적 소외’ 등의 화두를 제시문 [라] 분석에 의미 있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한다.
③ 제시문 [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미동’ 이라는 장소적 정
체성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는가? 특히, 화자 ‘나’와 등장인
물들이 원미동이란 ‘장소’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공동체를 형
성해가는 모습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원미동을 떠나 서울이
라는 ‘환몽의 세계’에 자리 잡은 인물들의 장소적 소외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원미동에 거주하는 인물들과의 관계와 그곳에서 겪
는 에피소드를 통해 화자 ‘나’가 원미동에 대한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역시 기술해야 한다.
④ 제시문 [라]에서 분석해낸 상황에 대한 성찰이 제시되었는가?
장소의 의미나 정소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는 지문에서 나타난 상
황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 ‘장소애’나 ‘무장소성’이 우리 사회
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성찰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높은 평
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
는 부분이다. 개인적 견해는 제시문과 일관된 관계 속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지 여부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
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
휘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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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2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 [문제 1] :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도표를 설명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최근 들어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
하면서 ‘장소(場所, place)’ 개념이 새롭게 부상했다. 이때 장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
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성인 장소성(場所
性)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애(場所
愛)라고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인간이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중심
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 보았다. 그는 서울,
뉴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보다 집, 고향과 같은 보편적인 장소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중 집
을 가장 진정한 장소로 여겼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통해 나의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하는 것처럼 장소의 본질은 내적 경험에 있고, 따라서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
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렐프는 장소와 장소를 경험하는 주
체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 유대감인 ‘장소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이라 명명하며, 장소들이 획일
화되어 가는 것과 상품화된 가짜 장소가 등장하는 것을 대표적인 현상으로 들었다. 자본주의
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비슷한 생활 방식을 보이는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순수하게 관광객
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즈니랜드 같은 곳은 무장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BS 수능특강 ‘독서’

[나]
다음 도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표 안의 숫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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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가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기대의 정도(매우 기대, 조금 기대)를 선택한 비율을 나타낸다.
가령 첫 번째 막대의 ‘32.5’는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해 ‘매우 기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다. (2007년 자료)
[도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

* 뉴타운 사업: 노후화된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도심부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출제 의도

건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Ⅱ>의 [문제 1]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EBS 교재에서, [나]의 도표는 고등학교 ‘한국 지리’ 교과서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충실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뒷받침
하고자 하였다. 학교 수업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
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학생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논술고사 [문제 1]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부상한 ‘장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인본주
의 지리학에서 강조하는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정서적
유대감의 근원이 되는 공간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된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이 장소애
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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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뉴타운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장소와 상호작용하며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뉴타운 사업과 같은 도시 재개발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
럼 인문학적 개념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도표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회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도 인문학적 통찰과 사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 문제는 통합적인 사고와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 분석에 적용하는 분석력, 이를 종합
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을 논할 수 있는 논증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분석적
인 사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건국대학교가 필요로 하고 또
미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적용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Ⅱ

관련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과목명: 한국 지리 / 경제 / 사회·문화

관련

관련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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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설

▶ 1번 문항
[문제 1]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도표를 설명하는 것
을 요구한다. [가]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장소’의 개념에 대해 설명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제시된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경
험과 정서적 유대감의 근원이 되는 공간을 지칭한다. 이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인
‘장소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성을 지닌 장소에 대해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
을 ‘장소애’ 혹은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서울, 뉴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보
다 ‘집’이라는 보편적인 장소를 통해 장소애를 경험한다.
[가]는 또한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이 장소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런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으로 정의한다. [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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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소성은 장소의 ‘획일화’와 ‘상품화된 가짜 장소’의 등장과 같은 현상으로 특징화될 수 있
는데,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와 같은 장소가 무장소성을 보여준다.
[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가]의 장소의 개념을 바
탕으로 [나]의 도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의 도표는 뉴타운 사업으로 대표되
는 도시기획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보여주는데, 우선 노후주택 개선, 공원녹지 확대 및 문화
생활 증진 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가]에 제시된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서의 주거 공간, 즉
쾌적하고 안전하며 휴식과 문화의 향유가 가능한 장소로서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
식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 증진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매우 기대’ 역
시 이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새로운 주거공간
이 될 장소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곳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소속
감보다는, [가]에 제시된 ‘장소의 정체성’이 없는 획일적 공간일지라도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등이 향상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주택가치의 상승에 대한 비교적 높은 기대감 역시, 자본 가
치로서의 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뉴타운” 이라는 신도시는 [가]에서 언급된 장소애의 대
상이었던 집이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된 몰개성적이고 균질적인 ‘무장소성’의 공간으로 변화되
어가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응시자가 이처럼 [가]에 제시된 장소성, 장소애(장소 정체성), 무장소성과 같은 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나]의 도표를 잘 설명할 경우,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 반면 응시
자가 [가]와의 유기적인 연결 없이 [나]의 도표에 제시된 주택 가치 상승, 노후 주택 개선, 공
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공동체 증진 항목에 대한 수치적 해석에만 집중하여 설명할 경
우,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한편 구도시(old town)가 노후화된 주택, 문화적 편의 시설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 여러 면에서 낙후된 측면이 있으나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감이나 친밀도
의 측면에서는 새로 개발될 뉴타운보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가]에서 말하는 보편
적 장소, 상호 작용을 통한 긍정적 유대감의 측면과 연결될 수 있음을 서술한다면 가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고는 있지만, 공동체 증진에 대
한 기대 역시 67.5%로 나타났으므로,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이 향상된 뉴타운에 대해서 새로
운 장소애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피력한 경우에도 일정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나]의 도
표 자료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
한 분석

① 제시문 [나]의 도표의 항목들에 대해 바르게 분석했는가?
제시문 [나]에 제시된 주택 가치 상승, 노후 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공동체 항목에 대한 통계치의 전체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금 기대’와 ‘매우 기대’로 구분된 통계치
를 바탕으로 항목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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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적으로 [나]의 도표에 대한 분석을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과
적절하게 연계했는가?
[가]에 제시된 장소성, 장소애(장소의 정체성), 무장소성과 같은 장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나]의 도표에 제시된 통계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의 장
소의 개념
과 [나]의
도표 자료
분석을 연
계한 논의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
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③ 구체적으로 [가]의 장소 개념을 [나]의 도표에 제시된 항목들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적절하게 연계했는가?
[가]에 제시된 장소애(장소의 정체성)의 개념을 [나]의 도표에 제시된
공동체 증진 항목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에 제시
된 무장소성의 개념을 [나]의 도표에 제시된 주택 가치 상승, 노후 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항목과 연계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
하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요약하면 [가]
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적용하여 [나]의 도표에 제시된 항목들을 범주화
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
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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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카드 3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문항 및 제시문
※ [문제 2] : 다음 제시문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0점]
[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즉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 도달한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고 한다. 이 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라]
초과 누진세율이란 과세 표준의 각 단계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과세 표준과 세율이 아래 <종합 소득 세율표>와 같을 때, 과세 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200만 원 × 0.06 + (4,600 - 1,200)만 원 × 0.15 + (5,000 - 4,600)만 원 × 0.24 = 678만 원
<종합 소득 세율표>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1억 5,000만 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 EBS 수능특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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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이 일 때, 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
률변수  라고 하면  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    …  )

이와 같은 확률분포를 이항분포라 하고 기호   로 나타낸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
[바]
확률변수  가 이항분포   를 따를 때, 이 충분히 크면  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를
따른다. (단,     이고, 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 이고  ≥ 일 때를 뜻한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

※ [문제 2-1]
어떤 제품의 수량을  가격을 라고 하면, 시각  ≥ 에서 이 제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 제품의 균형 가격은   에서 최소가 된다고 한다. [다]를 참고하여 상수 를 구하고 이 제품의 균형 거
래량이 최소가 되는 시각과 이 때의 균형 거래량을 구하여라.

※ [문제 2-2]
어떤 국가의 내년도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다음과 같다.
과세 표준
 이하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초과
여기서

  ,

      

세율


⋯
  


(         )이고

  ,

      

(        )이다. [라]와 [마]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어떤 회사원의 내년도 과세 표준을
확률변수  라고 하면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      )이고  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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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일 때, 내년도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득세의 기댓값을 구하여라. (단,


  이고      이다.)
 

※ [문제 2-3]
어떤 금융회사는 36개의 고수익-고위험 투자 상품          을 판매하고 있다. 각각의 상품의 가치
는 원금을 투자한 후 1년이 지나면 50%의 확률로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되거나 50%의 확률로 투자 원금의
절반이 된다. 만약 상품   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의 가치의 기댓값은 (200 × 0.5)만 원 + (50
× 0.5)만 원 = 125만 원이 되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투자한 원금이 손실되어 50만 원이 될
확률도 50%나 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상품에 3,600만 원
을 분산하여 투자하고자 한다. [마]와 [바]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4개의 상품          에 각각 900만 원씩 투자한다면 1년 후 이 4개 상품의 총 가치가 투자 원
금 3,600만 원보다 작거나 같아질 확률은 얼마인가?
2) 36개의 상품          에 각각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이 확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단, 상품들의 가치가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되거나 절반이 되는 사건들은 서로 독립이며, 필요한 경우 아래에
주어진 표준정규분포표를 참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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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서술문 형태로 주어진 수학적 개념을 주어진 지문을 정확히 이용하여 엄밀한 수식으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해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수학적 해답의 의미를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한정하였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었을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고안하였다.

출제 근거

적용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

관련

관련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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