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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학년도 7월 1번

출처: 2015학년도 10월 3번

출처: 2016학년도 4월 3번

4.

-2-

출처: 2016학년도 4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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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단원] 1단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ㄱ,ㄴ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ㄷ,ㄹ은 자연 현상에 해당한다.
2. [출제 단원] 1단원 상징적 상호 작용론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1) 기능론에 해당한다.
2) 기능론에 해당한다.
3) 갈등론에 해당한다.
4) 거시적 관점(기능론,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3. [출제 단원] 2단원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A는 질적 연구 방법, B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ㄱ.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귀납적 절차를 우선시한다.
ㄴ. B와 달리 A에서는 연구 대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한
다.
ㄹ. 질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며 현상에 대
한 기술을 중시한다. 양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중시한다.
4. [출제 단원] 2,3단원 양적 연구의 과정
ㄱ. ㉠은 종속 변수, ㉡은 독립 변수이다.
ㄴ. 모집단인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생만 표본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무작위 추출 방식 자체
는 괜찮다.
5. [출제 단원] 8단원 문화의 속성
ㄱ.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다. 제시문에 나타나는 알파
벳의 변화를 보았을 때 추론 가능하다.
ㄴ. 문화의 총체성에 대한 내용이다. 알파벳이 문화, 역사, 철학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추론 가능하다.
ㄷ. 제시문은 비물질 문화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이다.
ㄹ. 문화 동화에 대한 진술로 제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6. [출제 단원] 6단원 사회 집단
A는 내집단, B는 외집단, C는 공동사회, D는 이익사회,
E는 1차 집단, F는 2차 집단이다.
1) 소속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소속감이 없으면 내집단이 될 수
없다.
5) 구성원에 대해 1차 집단에서는 비공식적 통제, 2차 집단에
서는 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7. [출제 단원] 13단원 빈곤 도표
추론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ㄱ. 두 해 모두 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을 c라고 하면 2014년에
만 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은 (20-c)%이고, 2015년에만
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은 (10-c)%이다. 따라서 2014년에
만 빈곤층인 가구가 2015년에만 빈곤층인 가구보다 많다.
ㄴ. 2014년 빈곤층 가구 중 2015년에 비빈곤층인 가구의 비
율은 최소 50%이고 최대 100%이다.
ㄷ. 전체 가구가 100가구이고 2014년 비빈곤층 가구가 80가
구라면, 그 중 10가구가 2015년에 빈곤층 가구가 되고
70가구가 비빈곤층에 남았을 때, 전체 가구 중 두 해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이 70%로 최솟값이 된다.
ㄹ. 두 해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을 a, 두 해 모두 빈곤
층인 가구의 비율을 b라고 하면, a는 최대 80%이고, b는
최대 10%로서 a가 b의 8배이다. a가 작아지면 b도 동일
한 크기만큼 작아지는데, 이 경우 a/b는 8보다 커진다. 따
라서 두 해 모두 비빈곤층인 가구의 수는 두 해 모두 빈곤층
인 가구 수의 8배 이상이다.
8. [출제 단원] 5단원 사회화 기관과 지위, 역할, 역할 행동
3) ㉤은 갑이 국제협력기구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기대되는 역할
이며, 아직 구체적인 수행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역할 행동
에 해당되지 않는다.
9. [출제 단원] 16단원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이다.
사회 변동의 속도: 산업 < 정보
전자 상거래의 비중: 산업 < 정보
관료제 조직의 비중: 산업 > 정보
서비스 산업의 비중: 산업 < 정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산업 > 정보
10. [출제 단원] 16단원 인구부양비 도표
해당 도표에 주어진 정보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15~64세 인구이다. 이 점을 이용해서 15~64
세 인구를 100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표를 채울 수 있다.
참고로 노=65세 이상 인구, 부=15~64세 인구, 유=0~14세
인구 이다. 아래처럼 표를 채운 뒤 선지를 판별해주면 된다.
1990년

2000년

2010년

노

10a

12b

20c

부

100a

100b

100c

유

40a

33b

20c

총 인구

150a

145b

140c

2)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를 골라서 틀렸는데, 자세히 보면
100과 33의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
11. [출제 단원] 15단원 진화론과 순환론
제시문은 순환론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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