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도 소용없는 것은 그 개구리가 살고 있는 좁은 곳에 사로잡혀 있

기 때문이오.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도 별수 없는 것은 그 벌레가 살고 있는 철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

이오. (중략) 참된 지혜를 터득한 자는 멀고 가까운 곳을 두루 다 관찰하오. 그러므로 작다고 깔보지 않고 크다

고 뛰어나다 하지 않소. (중략) 대저 작은 입장에서 큰 것을 보면 도저히 다 볼 수가 없소. 또 큰 입장에서 작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없소. (중략) 사물의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기 큰 것에 대해 크다고 한

다면 만물이 크지 않은 것이 없고 각기 작은 것에 대해 작다고 한다면 만물이 작지 않은 것이 없게 되오. (중략) 

동쪽과 서쪽은 반대이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없어서는 안 됨을 안다면, 즉 쓸모 있다, 없다를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물의 효용성의 본질이 분명해질 거요.         

                    

- 「추수(秋水)편」, 『장자(莊子)』

<제시문 4> 
(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나라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자국에 없거나 부족한 재화, 서비스, 기술, 지식 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 더욱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 1980년대 이후 자본 이동의 장벽이 되었

던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금융 기법의 도입과 시장 제도의 개선에 따라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증가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었다. 자본 이동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노동 이동 역시 세계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노동도 자본과 마찬가지로 노동 조건이 좋고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남아시

아 국가에서 한국·홍콩·일본으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 것은 대부

분 일자리나 임금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국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며,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

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경제』에서 재구성

(나)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기술진보는 세계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 혜택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게 골고루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기술진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소득불평등이 함께 확대되는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변수였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진보에 주목했다. 그러나 최근 무역이 더

욱 확대되고 생산요소 이동이 더욱 자유화되는 등 세계경제 통합이 보다 강화되면서 세계화 현상도 불평등의 

원인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상품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국경에 구

애받지 않고 최적의 입지를 찾아 생산하기 위한 외부조달(outsourcing)과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하

였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선진국의 저부가가치 산업들은 해외로 다수 이전되었고, 대체 가능성이 높

은 생산요소인 저숙련 노동의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되었다. 이로 인해 선진국 내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



사하던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

- 심순형·김형주,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에서 재구성

(다)
현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단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전문 기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 정보화는 숙련 노동 편향적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가령 지식 정보화를 통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

는 숙련 노동에는 보완재로, 저숙련 노동에는 대체재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숙련 노동과 저숙련 노동 사

이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원재료 투입이 적지만 지식집약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

업들이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IT 기업이나 생명 의료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더욱 그렇다. 따라

서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경제』에서 재구성

출처: F. Bourguignon(2016), The Globalization of Inequality에서 작성

<자료>

[그림 1] 세계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1)

1) 전 세계 106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92%를 대상으로 함.
2) 전 세계 인구의 개인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
3) 각국의 평균 국민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
4) 한 국가 내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



[문제 3]
<제시문 3>을 바탕으로 <제시문 4>의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의 (가)~(다)를 근거로 [그림 1]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