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유연근무제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통상의 근무 시간, 

근무일,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제도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등의 방식이 있다. 시간선택

제는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방식이고, 탄력근무제는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산성 향상 등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150개 기업 중 92.8%가 제도 시행 결과에 만족했다. 근로자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에 달했으며, 기업 

측에서도 ‘생산성 향상’(92.0%), ‘이직률 감소’(92.0%), ‘우수인재 확보’(87.3%)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서울경제(2016.06.27.)에서 재구성

<제시문 4>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엄석대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그 어떤 반보다 훌륭한 반을 만들어봐라. 너희들은 이미 회의 진행 방법

도 배웠고 의사를 결정짓는 과정과 투표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그냥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

겠다.”(중략)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 선생님은 철

저하게 모르는 척했다.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돼도, 급장 부급장이 건의함

을 통해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

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에서

<제시문 5>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관한 이론이다. 이익

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고 변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행위자에게는 행동의 원칙이 있다. 즉 합

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용의자 두 명이 검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이들의 자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두 

개의 방에 용의자들을 격리해 놓고 두 사람에게 각각 제안을 한다. “만약 당신이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

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풀려나고 다른 사람은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당신이 10년 형을 받

고 다른 사람은 풀려난다. 만약 두 사람 모두가 자백한다면 둘 다 법정에서 정상 참작으로 3년 형을 선고받는

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으로는 유죄선고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죄명으로 각각 6개

월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과연 두 용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재구성



출처: OECD Data (2014)

<자료> 국가별 1인당 GDP 및 타인신뢰도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문제 3]의 결과와 <제시문 5>의 ‘행동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용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그리고 용의자가 <자료>에 함축된 내용을 의사 결정에 반영했을 때, 용의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추론하
시오. (500자 내외, 2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