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2015년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안)’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코믹한 2분짜리 영상

에 ‘욜로’라는 말이 등장한 후로 ‘욜로족’이 화제의 중심에 떠올랐다. ‘인생은 단 한 번뿐(You Only Live Once)’

이라는 의미의 ‘욜로(YOLO)’는 원래 미국에서 생겨난 신조어다. 주로 대화 중 주제를 전환할 때 던지는 말이

었는데, 2011년 인기 래퍼 드레이크의 노래 ‘The Motto’에 등장하며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라.”는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적극 

즐기는 층을 대변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물론 욜로족 이전에도 ‘달관족’이 있었다. 달관족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도전의식과 열정을 포기하고 지금

의 생활에 안주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택한 이들이다. 덜 벌고, 덜 일하고, 덜 써도 그만큼 행복하다고 여겨 자

발적 미취업자가 된 그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최소의 삶에 안주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웃나라 일

본의 ‘사토리족’이다. 욜로족은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등 수많은 꿈을 포기해

버린 N포 세대 달관족의 진화된 형태다.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그때그때의 욕구와 관련된 소비활동을 더 선호

한다. 그렇지만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욜로족 소비가 충동구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욜로족은 물질적인 것보다 

비물질적인 소비, 즉 경험을 중시한다. 여행이나 학습 등 배움에 관련된 것이 소비의 주요 콘텐츠를 이루고, 획

일화된 라이프스타일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달관족이 지갑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동 소비를 하

며 만족한다면, 욜로족은 전세금을 빼서 세계여행에 나설 만큼 라이프스타일을 전복하기도 한다. 단순히 물욕

을 채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이상향을 향한 실천인 것이다. 모든 것의 판단, 선택 기준

으로 작용하는 욜로족의 모토는 아주 단순하다. “언제나 내일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 닥친 일을 해결한다.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적·정서적 체험을 위해 돈을 쓴다.”         

                    

- 임지영, 「‘욜로(YOLO)족’으로 살기」에서 재구성

<제시문 5> 

- g.o.d, 「어머님께」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중략)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엔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식당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제시문 6>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말처럼 인류의 삶은 오랜 세월 변

화해 왔다. 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어 있고, 관습을 따르던 전통사회의 모습과 달리 오늘날

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교통·통신의 발

달로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계층, 취향, 신체적 특징 등을 매개로 기존의 문화가 분화하고 다양한 하위문화

들이 등장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재구성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한국감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자료에서 재구성

<자료> 한국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

[문제 3]
<제시문 4>의 욜로족과 <제시문 5>의 어머니의 삶의 방식을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와 <제시문 6>을 참고하여, <자료> 가운데 욜로족의 발생 원인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 세 가지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여 욜로족 발생의 원인을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