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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인문 II의 주제는 ‘동조(conformity)’ 현상이다. 동조란 집단 안에서 개인이 다수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발적으로 따라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개인들

의 행위 유형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도덕 공동체의 의미와 공동선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 윤리 교과서의 “전통 윤리의 현대적 계승”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집단 내에서 다수에 대한 개인의 행위 유형 중의 하나로서 ‘동조’가 지

니는 긍정적인 측면(순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역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문제 1), 또 

‘동조’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자료들을 통해 보여주고, 동조와 집단 규범의 관계(문제 2) 

그리고 동조 현상과 문화적 배경 간의 연관 관계(문제 3)를 발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또 실

제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개인의 선택과 관련하여 동조 및 반동조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문제 

4)를 해보도록 하였다.  

   ‘동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자체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주제 현상을 얼

마나 깊이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의 해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대학 수학능력으로서 

수험생의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항을 구성

함에 있어서도 성균관대학교 논술고사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름으로써 수험생에게 가급적 혼란

을 주지 않으려고 했으며, 정상적인 학교 수업 과정를 통해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급적 쉽

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

(2) 출제 내용

Ÿ 문제 1: 요약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집단 혹은 다수의 결정이나 규범에 대한 개인의 동

조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4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것들을 상반

된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여 요약 정리해야 한다. 관건은 4개의 제시문에서 동조의 순기능

과 역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찾아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다.

Ÿ 문제 2: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특정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설명을 토대로 그래프

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을 문제 1에서의 특정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

아야 한다. 

Ÿ 문제 3: 자료 해석 및 설명 문제. 동조 현상의 정도를 보여주는 두 자료를 상세히 해석하여 

동조 정도의 차이를 명확히 해석하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Ÿ 문제 4: 대안 제시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동조할 것인가 내부 고발자가 될 것인가’의 딜

레마 상황에서 어느 한편을 결정하고, 이를 나름의 근거 제시를 통해 정당화해야 한다.  

(3)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

Ÿ 〈제시문 1〉한국인 심리학. 최상진 저. 중앙대학교출판부. 2007.

Ÿ 〈제시문 2〉인간의 마음과 행동. 한덕웅 등. 박영사. 2004.

Ÿ 〈제시문 3〉대중의 지혜. James Surowiecki 저. 홍대운, 이창근 역. 랜덤하우스. 2004.



- 36 -

Ÿ 〈제시문 4〉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조긍호 저. 지식산업사. 2007

Ÿ 〈설명> 및 <그림1> Postmes, T.,, Spears, R., & Cihangir, S. (2001). Quality of decision 

making and group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918-930에서 

개작

Ÿ 〈그림 2〉 Han, S. P., & Shavitt, S. (1994). Persuasion and culture: Advertising appeal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societ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26-350에서 개작.

Ÿ 〈표 1〉Bond, R., & Smith, P.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line judg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7에서 개작

※ 제시문과 자료들은 출제의도에 맞게 수정, 변형, 재구성되었음.

(4) 문항별 해설 

□ 문제 1 해설

 요약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집단 혹은 다수의 결정이나 규범에 대한 개인의 동조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4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것들을 상반된 두 개의 입장

으로 분류하여 요약 정리해야 한다. 관건은 4개의 제시문에서 동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찾아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이다. 특히 제시문 3은 주로 구

성원의 독립성이 건전한 집단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지만, 수험생은 거기서 동조성

(비독립성)이 강한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을 포착해야 한다.

동조의
 순기능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동조의 긍정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1은 개인

들의 동조를 통한 전체로서의 ‘우리’의 형성이 집단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집

단을 위한 개인의 양보와 헌신을 가능케 함을 말한다. 제시문 4는 동조는 개인

이 내집단과의 일체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대하려는 자발적 행위임을 말한다.

동조의
 역기능

제시문 2와 3은 동조의 역기능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동조가 집단의 건전한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집단 전체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제시문 3은 비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동조에 의해 개인의 오류나 비합리성, 편견이 다른 개인들에

게로 전이되어 집단 전체가 우매해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문제 2 해설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특정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설명>에서 동조 현상과 관련

된 실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을 문제 

1에서의 특정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설명>에서 제시된 두 가지  과제 수행 조

건은 각각 동조와 비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합의를 추구하라는 조건은 구성원들 간의 동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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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어나도록 하며, 비판적으로 토의하라는 조건은 비동조를 유도한다. 이로부터 수험생은 이

들 조건이 집단규범으로서 동조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포착해야 한다.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비판적 토론 집단에서는 잔류의사(응집성)가 

낮게 정답률은 높게 나타나며, 합의적 토론 집단에서는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그래

프는 동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동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동시에 동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동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동조를 긍
정 적 으 로 
보는 입장
을 비판할 
경우

정답률의 차이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프 상에서 합의토론 집단의 낮은 정답률 

그리고 비판적 토론 집단의 높은 정답률을 근거로 동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

장을 비판할 수 있다. 

동조를 부
정 적 으 로 
보는 입장
을 비판할 
경우

잔류의사의 차이를 활용해야 한다. 비판적 토론 집단의 낮은 잔류의사 그리고 

합의적 토론 집단에서의 높은 잔류의사로부터 집단의 지속성과 응집력을 추론

하여 동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언급하더라도 요구 사항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감정 대상은 아님.

□ 문제 3 해설

 자료 해석 및 설명 문제. 그림과 표는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동체의 

문화적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두 자료를 상세히 해석하여 동조 정도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문화와 동조 현상 간의 상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의 설명

 광고는 한 사회 혹은 문화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을 강조하

는 광고가 많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 문화권임을, 반대로 개인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다

는 것은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문화권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문화적 성격에 따라 동조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표 1>의 설명 

 첫째,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중국, 일본)에서 서구 사회에 비해 높은 동

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조에서의 문화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표에 제시된 모든 

나라들에서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대한 동조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내집

단에 대한 동조와 외집단에 대한 동조의 차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서구 국가들보다 현저하다. 이 

두 가지 결과는 동조 현상이 문화권에 따라 그리고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집단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서구사회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집단주의 문화

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수험생은 문화권 및 집단의 성격이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명확히 밝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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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료의 공통적 특징을 언급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문제 4 해설

 대안 제시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보기는 ‘동조할 것인가 내부고발자가 될 것인가’의 딜레마 상

황을 보여준다. 내부고발(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은 일종의 반동조(anti-conformity) 

현상이다. 수험생은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한편을 결정하고, 나름의 근거 제시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

A가
동조자가 될 

경우

본인 및 소속 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일 경우 동

료들의 행위를  묵인하게 될 것이다. 비록 양심이나 정의감을 져버리게 되

지만, 오래 쌓아온 친구들과의 우정을 유지하고 투자액도 건질 수 있다. 양

심이나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가 중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상황은 내부고발에 의한 막연한 도덕적 가치 추구 보다는 현실적인 이

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비리는 A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

이 아니며, 내부 고발은 본인 및 친구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A가
내부고발자가

 될 경우

우정과 돈을 모두 잃겠지만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다. 동

료들의 비리를 묵인하는 것은 공익 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비도덕적 행

위이다. 개인 차원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동조의 관행은 소속 집

단을 결국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공동체로 만들기 쉽다. 따라서 개인적 

편익을 추구하는 동조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올바른 상도덕의 정립과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포털업체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두 경우를 모두 언급하고 이를 상대 비교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5. 문항별 채점 포인트

문제1
Ÿ 각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로 파악하여 적절히 분류하였는가?

Ÿ 두 입장의 핵심 내용을 적절히(키워드의 포착) 요약하였는가?

문제2
Ÿ 자료의 의미를 상세하게 파악하였는가?

Ÿ 그 자료를 비판의 근거로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문제3

Ÿ 그러한 현상적 특징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특정 제시문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

관지워 설명하고 있는가?

Ÿ 지표 분석을 통해 표가 보여주는 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서술하였는가? 

문제4

Ÿ 해결 방안이 포괄적이고 창의적인가, 선택한 행위가 초래할 부작용을 검토하

였는가?

Ÿ 해결 방안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였는가? 

Ÿ 가치관을 도입하여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정당화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