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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문항해설(언어)

[언어 문항 1교시] 제시문 가 와 나 를 참조하여 다 와 라 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묘사

되고 있는 지를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논해 보시오. (750자 ± 50)

가   모든 인간의 의식이 결국 사회의 산물인 것처럼 예술도 사회의 산물이다. 예술가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현실로부터 예술적인 가치 창조의 실마리를 얻고 있다. 예술가의 상상력도 환경, 교육, 체험 등

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깊이 연관된다. 

-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
나   근대 문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근대적 사유 구조 속에 내재된 폭력성과 위험성에 주목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고 인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려는 이분

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 세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인간도 유한한 존

재로서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자연을 생명력이 결여된 입자들의 인과 관

계로 바라보려는 기계론, 그리고 생명마저도 물질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환원주의는 생태적인 관점에

서 극복되어야 할 태도이다.

- 고등학교 전통윤리 -
다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고. 녯 사 풍류(風流) 미가  미가. 천지간

(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이 하건마,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樂)을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

라. 엊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 방초

(綠楊芳草)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다. 수풀에 우 새 춘기(春氣) 내 계워 소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

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 다소냐. 시비(柴扉)예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 음 (逍

遙吟詠)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 한중 진미(閒中眞味)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

라, 산수(山水) 구경 가쟈스라. 답청(踏靑)으란 오 고, 욕기(浴沂)란 내일(來日) 새. 아에 채산

(採山)고, 나조 조수(釣水)새.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 부러 녹수(綠水)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落紅)

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 날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려 주가(酒家)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야 시냇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 굽어보니, 오니 도화(桃花)ㅣ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져 이 긘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고등학교 문학 -
라

  저렇게도 불빛들은 살아나는구나.

  생솔 연기 눈물 글썽이며

  검은 치마폭 같은 산자락에

  몇 가옥 집들은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불빛은 살아나며

  산은 눈뜨는구나.

  어둘수록 눈 비벼 부릅뜬 눈빛만 남아

  섬진강물 위에 불송이로 뜨는구나.

  밤마다 산은 어둠을 베어내리고

  누이는 매운 눈 비벼 불빛 살려내며

  치마폭에 쌓이는 눈물은 

  강물에 가져다 버린다.

  누이야 시린 물소리는 더욱 시리게

  아침이 올 때까지
  너의 허리에 두껍게 감기는구나. 

  



- 18 -

  이른 아침 어느새
  너는 물동이로 얼음을 깨고
  물을 퍼오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 남은 불송이를
  물동이에 띄우고
  하얀 서릿발을 밟으며
  너는 강물을 길어오는구나.

  참으로 그날이 와
  우리 다 모여 굴뚝마다 연기나고
  첫날밤 불을 끌 때까지는,
  스스로 허리띠를 풀 때까지는
  너의 싸움은, 너의 정절은
  임을 향해 굳구나.             

- 김용택, <섬진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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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문항해설(사회)
[사회 문항 1교시] 제시문 나 , 다 , 라를 근거로 하여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가의 밑줄 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와, 그 주장이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해 보시오. (750자 ± 50)

가   국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J. S. Mill, 1806~1873)은 1861년에 정치상의 대의제와 분권제의 의
의를 강조한 ｢대의정체론(代議政體論)｣을 저술하 다. ｢대의정체론｣은 공리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그의 
의회 제도론을 완성시킨 것이다. 
  국의 산업 혁명으로 시민 계급은 정치적 승리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나타난 수많은 노
동자 계급의 정치 참여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 정치를 무조건 찬미할 수만은 
없었다. 새로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 것이
다. 그는 좋은 정치 체제의 근본 요건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덕과 양식을 들고, 그러한 미덕과 
양식을 촉진시키는 정치 체제는 바로 대의 정치라고 전제한 다음, 대의 정치 제도에 관하여 깊이 고찰
한 결과 ｢대의정체론｣을 저술하 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 정치, 즉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다수에 의한 압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의 계급 이익을 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 대표제도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직업과 교육 정도를 고려한 복수 투표제를 채용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정치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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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하나 자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있네.
  무엇인데요?
  돈을 받고 남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패들 말이네. 그들을 대중은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데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네. 즉 대중들의 집회에서 형
성되는 통념에 불과하단 말이네. 이것은 소피스트들이 이른바 지혜라고 말하는 것도 마
찬가지이네. 그것은 어떤 힘센 동물을 기를 때의 경우와 견주어 볼 수 있네.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동물의 여러 가지 기질이나 욕망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을 걸세. 그
러므로 그 동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동물이 가장 난폭하며 
어떤 경우에 온순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며 또 그 원인까지도 알게 될 테지. 이밖에
도 어떤 때에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서 어떤 말을 해 주어야 온순해지거나 또는 난폭해
진다는 것도 알게 될 걸세.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을 한 덕택인데 그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며 하나의 기
술처럼 남에게 가르치고 있네. 그러나 그는 동물들이 욕구하는 것들 중에서 아름답고 추
한 것, 선하고 악한 것,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 등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르치
려고 하는 걸세.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동물에 대한 것과 다름이 없네. 즉 그 동물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며 그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를 뿐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는지 
그 까닭을 전혀 모르고 있네. 다시 말하면 필요하고 불가결한 것을 선 또는 미라고 부를 
뿐 그와 같이 필요한 것과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며 따라서 남에게 
가르칠 수도 없네.
  교육자가 이런 정도라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중의 

기질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와 같다는 말이네. 이

것은 그림이나 음악, 또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방금 말한 동물의 사육자와 다를 

것이 없네. (중략)

  혹시 다수자가 칭찬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근거를 그들이 대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들을 수 없을 테지요.

  그럼 그와 같은 점을 머리에 두고 상기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네. 즉 앞에서 이야

기한 미 자체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구분했던 것 말이네. 대중은 그런 미 자체

의 존재나 그밖의 여러 가지 사물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는 믿는 일이 있는가?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중에게는 철학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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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중의 

기질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와 같다는 말이네. 이

것은 그림이나 음악, 또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방금 말한 동물의 사육자와 다를 

것이 없네. (중략)

  혹시 다수자가 칭찬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근거를 그들이 대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들을 수 없을 테지요.

  그럼 그와 같은 점을 머리에 두고 상기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네. 즉 앞에서 이야

기한 미 자체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구분했던 것 말이네. 대중은 그런 미 자체

의 존재나 그밖의 여러 가지 사물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는 믿는 일이 있는가?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중에게는 철학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 플라톤, 국가 -

다
  토니 다이(Tony Dye)는 1996년에 당시 4000이던 FTSE 100(런던 증권시장의 100대 기업 주가지수)

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돈을 현금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저축계좌

에 넣었다. 70억 원을 주식시장에서 빼낸 그의 행동을 두고 고객, 동료, 신문들은 연일 그를 비난했다. 

그는 ‘비운의 박사’로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FTSE가 1990년대 후반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자, 다

이는 더욱더 바보처럼 여겨졌다. 1999년에 필립스앤드류는 다른 어떤 펀드관리 회사보다 많은 고객들

을 잃었다. 1999년 4/4분기에 이 회사의 고객 수익률은 전체 67개 업체 중 66위 다.

  하지만 다이는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업종 주

식들을 피했으며 고객들의 투자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유지했다. 그 결과 2000년 3월 초, 그는 조기퇴

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상 쫓겨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국판 <타임스>는 필립

스앤드류를 ‘웃음거리’라고 조롱했고, 다이의 후임자는 다이가 겪었던 고생을 이어받았다. “그곳은 외

로운 자리입니다. 마지막 몇 년간 그가 겪은 수모는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이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의 판단은 옳았다. 필립스앤드류 사가 전략을 수정하기도 전에 주식시

장은 반전했다. 인터넷, 통신, 기술주가 곤두박질쳤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다이가 

보유하고 있던 유행에 뒤떨어진 ‘가치’주는 잘 나갔고, 현금은 폭락한 인터넷 주식보다 나았다. 필립스

앤드류는 2000년 2/4분기에 고객 수익률 6.4%를 기록(연간 수익률 28% 이상)하며 연기금 운용실적에

서 정상에 올랐다. FTSE는 다이가 직장을 떠날 당시 6400 이상이던 것이 이후 3년간 3300 이하로 떨

어졌다. 다이는 1996년에 그의 고객들이 지수 4000일 때 주식을 팔아 그 돈을 저축계좌에 넣어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 결국 7년 후에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토니 다이는 옳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과연 현명했을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수백 명의 펀드 매

니저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토니 다이는 다수의 선택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

다. 그는 결국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미 언론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고객들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일자리에

서 쫓겨난 뒤 다. 펀드 매니저에게는 다수의 시각에 동조하게 만드는 편향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만약 

그들이 다수와 다른 시각을 취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소수의 고객을 얻는 데 그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 경제학 콘서트 -
라   지식이나 정보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흔한 생산 요소가 아닐 뿐더러, 양으로 질을 대신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육체적 노동력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노동과는 달리, 지

식과 정보는 축적되면 될수록 한계적인 가치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소유와 분포는 시간이 갈수록 초기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되고, 그것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격차 또한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중요

성이 커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교육 투자를 통하여 인적 자본을 여유있게 획득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가

정에서는 인적 자본에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지식과 기술 습득의 격차로 나

타나고, 이는 다시 인적 자본과 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면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고등학교 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