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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gets an 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anging Korea by Education Innovation: Exa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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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l Univ. (N=1,111) 

Is my critical thinking ability higher than my receptive learning ability? 

Lower 

Same 

Higher 

Lower 

Same 

Higher 

Is my creative thinking ability higher than my receptive learning ability? 



GPA Distribution: receptive > critical 

GPA Distribution of students who said  

“receptive > critical” 



Write down everything that the 
teacher says(87% of interviewees) 

NOT writing keywords, summary 

 

But writing down word for word 

 

Copy the instructor’s terminology, 
perspective, logic flow, jokes, etc. as 
same as possible 

 

Regardless of major 



SNU’s Critical GPA Factor 

GPA 



내 생각이 교수님 의견보다 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면 내 생각을 시험이나 과제에 쓰는가? 

 

 내 생각이 교수와 다르다면? 

 저널 심사위원의 질문 

 토론학습, 거꾸로 교실, 프로젝트 학습 다 있
는데 왜? 

 서울대 커리큘럼 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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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입 수능 국어 

 총 45문항 중… 

 다음 중 적절한 것은? 25 문항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문항 

 

 난이도는? 

  

 



A LEVEL 역사 기출문제(90분) 

산업화가 중산층에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10p) 

 

 191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가 왜 패했는가? (10p) 

 

 19세가 말까지의 정치구조에 산업화가 왜 그렇게 지대한 영
향을 미쳤는지, 2개 국가의 사례를 들어, 그 이유를 평가하
시오. (20p)   

 

 "히틀러의 대외 정책은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를 복수하고 
싶은 원한에 기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하는가? (20p) 

 



프랑스 바칼로레아 기출문제 

 

 

영역 시험 문제 

인문학 •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자연과학 • 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
를 요구하는가? 

사회과학 •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
은 뜻인가? 

•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독일 Abitur 기출문제(외국어로서의 영어시험) 
 

 교육부장관을 인터뷰하려고 한다. "학교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주고 있나?" 라는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 질문 문안을 작성해 보시오. 

  

 유럽 의회 대표에게 당신과 당신 세대가 걱정하는 이슈들에 대한 편지를 써보

시오. 가능한 해결책도 제안해 보시오. 

 

 학교폭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해왔다. 유력 일간지에 그 원인과 효과를 분

석하는 신문 기사를 써보시오. 

 

 "부모는 성인의 나이에 이른 자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 권리 혹

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쓰시오. 

 



IB 과학, 역사, 외국어 

새의 노랫소리 발달과정을 서술하시오.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서로 다른 전통을 되새기기 위해 전통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파티를 개최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당
신이 어떤 의상을 선택했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기술하는 이메일을 쓰십시오.  

 

  



IB 생물 HL 

 말라리아는 열대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는 병이다. 한 연구에서 고랭지의 차 
농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서부 케냐에서 말라리아 발생과 연간 강우량의 
패턴을 30년간 분석했다.  아래 그래프는 서부 케냐의 차 농장에서 말라리아와 
강우량의 계절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그래프에서 세로 선은 평균 위 아래
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a) 6월의 말라리아 발생 사례수와 월강우량 평균을 서
술하시오. 

 

b) 말라리아와 강우량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비
교하시오. 

 

c) 말라리아 발생 패턴이 연간 강우량 변화에 기인한
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시오. 

 

d) 말라리아 발생의 계절별 패턴에 대해 강우량 변화 
이외의 두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안해 보시오. 

 



세계 교육 패러다임 비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 

시대 과거 시험 문제 

세종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  

성종 국가의 법이 엄중하고 정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범법자가 줄어들지 않

는 까닭은 무엇인가? 

명종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광해군 공납을 장차 토산품 대신 쌀로 바꾸어 내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논하라. 

숙종 요즘 일본인들이 울릉도 주변 우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

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

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 자세히 나타내도록 하라. 



[교차실험] 

 IB 학생들에게 한국 수
능을 시험 보게 한 경우 

• 공정? 

 

한국 수능 수험생에게 
IB 시험을 보게 한 경우 

• 한국 논술과 차이 

• 다른 종류의 독서 

• 재미, 사교육, 공부법, 
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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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혁명 과정 

2013. 1. 아베 신조 총리의 “국가교육재생실행회의” 

정권 최우선 과제: 경제회생, 교육재생 선언  

2013. 6. 각의결정(2020 수능폐지, IB공교육 200개

교 도입) 

2014. 고대접속개혁 

2017. IB 통한 글로벌인재육성방안 전문가회의 보고서 

2018. 58개 대학 IB 인정 



대학 정책 차원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점검하다: 홍콩중문대 

연구중심교수 vs 강의중심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강의클리닉 닥터, TBDL: 캐나다 UBC 

케미컬 팀티칭 

옥스퍼드 인터뷰 

 



ASU의 혁신(US News&World No.1 Innovative Univ.) 

1. 교육미션과 실행의 일치 

2. Adaptive learning  

3. 수업 리모델링: 100/250 ID 

4. 학과별 적극 융합: ex.인류진화와 사회변화 대학 

5. 재정위기를 프레임 확장 기회로: 지식기업모델 

6. 리더십 프로그램: 6-12개월 



hyejung@snu.ac.kr 

Institute for Education and Innovation 

www.eduinn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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