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소득 불평등과 무역에 대한 태도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그림]에서 Y축의 수치는 지니계수에 10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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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제시문 4>의 주제의식과 <제시문 5>의 요지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자 내

외, 180점)

[문제 4]

<자료>가 의미하는 바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문 5>에서 찾아 제시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제

시문 5>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Part I은 인간의 ‘행복’과 그 추구 문제 등을 다루는데,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

가 주어진다. [문제 1]은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주제를 밝히고, 각각의 요지를 서술하는 것이

다. [문제 2]는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주제 및 요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3>에 나타난 벤

(BEN)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제시문 1>요지: 행복/만족/즐거움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좌우되며, 이중 주관

적 기대와 만족감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주관적 기대감의 충족, 즉 가진 것(현실적 조건)에 만

족할 줄 아는 행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2> 요지: 의식주와 같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찾을 수 있는 내면적 만족/행복/즐거움을 추구하

는 삶을 강조한다. 비록 음식이나 주거 조건 등 생활의 (외적) 가난함이 있더라도 스스로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추구할 때 행복이 있음을 주장한다. 

 <제시문 3> 주제의식: 벤은 벤은 부와 재산 축적 등 외적/객관적 조건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지

닌다. 그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 등 주관적/내적 행복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객관적/외적 조건의 성취를 통

해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린다와 윌리는 소박한 생활 형편이지만 

가족의 사랑, 근심걱정 없음, 꾸준히 제 할 일을 하며 사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 등 주관적/내적 요인에서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태도를 보인다.

Part II는 ‘세계화’의 문제를 다룬다.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 3]과 [문제 4]가 주어진다. [문제 

3]은 <제시문 4>의 주제의식과 <제시문 5>의 요지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이다. [문제 



4]는 <제시문 5>의 <자료>가 의미하는 바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문 5>에서 제시하고, <자료>를 활용

하여 <제시문 5>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론한다.

 <제시문 4>주제의식: 번짐을 통해 상이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낸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 등에서도 경계와 차별이 사라지는 조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세상을 표현한다.

 <제시문 5>요지: 세계화의 흐름이 필연적 과정이며 인류의 빈곤과 전쟁을 막아주었다고 함으로써 조화롭

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화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료>요지: [그림] ‘소득불평등과 무역에 대한 태도’는 무역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소득불평등이 음(-)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클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