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if not the most pressing problem, in 

the world today is the great economic inequalities that exist among 

societies. These inequalities not only raise enormous moral and ethical 

concerns(for example, how can we live with the fact that so few are so rich 

and so many are so poor?), but they also represent a major source of 

instability and conflict in many areas of the world. Inequality among 

societies is not only a problem in itself, but there is also the issue of 

whether or not globalization contributes to greater inequality in the world. 

Some experts actually perceive globalization as the great hope for reducing 

much of that inequality. Complicating the issue is that establishing a link 

between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is fraught with difficulty.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one is that the link between two may vary depending on 

how globalization is defined and how inequality is measured; seco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globalization forces and domestic factors that 

are causes of inequality. Howev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conclude 

that contemporary processes of globalization have been accompanied by a 

rise in global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Essay Question>

What do you think are the aspects of globalization that perpetuate or 

worsen the poverty of poor countries? And what can be some of the 

domestic factors or problems that keep poor countries from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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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Question>

1. It is commonly said that both poverty and inequality are serious 

problems, but some distinguish between the two, on the grounds that 

global inequality results mostly from the gains made by the “winner” 

compared to the relatively stagnant “losers,” and therefore may be a sign 

of overall increases in human welfare. Is this a valid point? Would 

inequality still matter as much as it does today if most of humanity 

achieved at least South Korea’s standard of living?

2. If world society would commit to eradicating poverty in a few decades, 

what should be its first steps?

3. Can poor countries ever become developed in a globalized world? If so, 

how? If not, why not? If you wish, you can talk about the case of South 

Korean development and discuss whether its experience can serve as a 

model that can be duplicated in today’s economic climate. 

출제 의도

- 오늘날 세계 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세계화로 인한 빈부격차에 대

해 학생들의 관찰력을 평가하고자 함

- 지원자의 주제에 대한 이해력과 깊이,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력 등을 알아보고자 

하며, <생활과 윤리>의 세계화 및 다문화의 개념을 연결하여 논리적・창의적 사

고를 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불평등과 빈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표현하는지 판단하고자 함

문항 해설

- 세계화와 경제 불평등과 같은 현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주제로 <사

회>와 <도덕> 교과에서 다룬 개념과 용어를 활용하여 구성한 제시문임

- 에세이: 제시문에서 세계화가 세계의 불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찬성, 반대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에세이 문항은 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생활

과 윤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 globalization과 economic development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를 판단함

- 면접: 사고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 과정 범위의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내용을 ‘개발도상국’개념 및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 면접 

문항은 교육과정 범위 내의 개념을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지원자가 poverty와 inequality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는지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