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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

제시문 [가]~[바]는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동체의 가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다룬 글이다. [가], [나], [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는 반면, [다], [마], [바]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가]의 ‘울타리치기’ 운동은 개인 소유권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됨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는 기업이 ‘환경세탁’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으며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것을 설명한다.

반면에 [다]는 기업이 이기주의를 넘어서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는 개인화된 냉혹한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바]도 임대 아파트에 다양한 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통해 계층적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49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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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Ⅱ

제시문 [사]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 사회적 책임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제시문 [나]는 비판받을 수 있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적 
지원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여러 과제에 책임 있게 동참하는 것이 기업 
윤리에 합당한 태도이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처럼 기업이 이윤 창출 외에도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윤과 사회적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다]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사회 기부나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화장품 판매 회사가 유방암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 공헌 활동을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합하여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68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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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Ⅲ

TV 광고와 빈곤 퇴치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가 모두 2차 함수를 가지므로 TV 광고
에 대한 투자를 라고 할 때 수익 함수는      이며, 빈곤 퇴치에 대한 투자
를 라고 할 때 수익 함수는       형태를 가진다. TV 광고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즉   일 때 수익   이므로 는 50이다. 또한   일 때   으로 최
대이므로 


 이고, 







   이다. TV 광고의 수익 함수      임
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V 광고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는 
   

     이다. 그리고 기업 홍보 기금이 50억 원이므로    
이므로    이므로, 이 기업의 수익 함수      이다. 이것을 다시 
풀면,       이므로 기업은 TV 광고에 20억 원,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30억 원을 투자할 때 최대 수익 1,950억 원을 얻는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단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시문 [나]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공익이 반드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