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논술우수자 전형】 (공통)

지원학부(과) :                      이 름 :                   수험번호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생의 신원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하지 마시오.
 ▶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 우리나라의 상황을 나타내는 (다)와 (라)를 참고하면서, (가)와 (나)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전(全) 소득계층의 ①, ②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250~300자 / 20점)

(가) 우리가 GDP(국내총생산)를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GDP가 클수록 ①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쉽기 때
문이다. GDP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GDP가 큰 나라일수록 어린이들의 건강을 더 잘 보살
필 수 있다. GDP의 크기에는 시의 아름다움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GDP가 큰 나라일수록 국민들에게 글
을 읽고 시를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요컨대, GDP의 크기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요인들을 
직접 포함하지는 않지만 ②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는 것이다.

(나)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자기와 공장직원들이 
함께 누리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
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가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공장직원들도 줄었다. 일의 양은 많아지고, 작업시간은 늘었다.  ……(중략)…… 공장 규모는 반대
로 커갔다. 활판 윤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옵셋 윤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
은 공)

 

(다)

연도 ⓐ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 ⓒ 지니계수

2000 7.6 9.8 0.279
2003 6.1 10.6 0.270
2006 5.7 12.0 0.305
2007 5.1 12.6 0.316
2008 5.0 12.5 0.319

* 절대적 빈곤율: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 가구 비율(2인 이상 도시 근로
자 가구 기준)

* 상대적 빈곤율: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미달하
는 가구 비율(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기준)

* 지니계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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