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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 명 ( )

※ 유의사항

1.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4.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Ⅰ, Ⅱ...)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시오.
5. 문항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1장만 사용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르시오.
7.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0점 또는 감점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8. 사회계열 문제지는 총 1장 2쪽이며, 인쇄상태를 확인하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자유 사회에서 시장을 광범하게 사용하게 되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해 순응이 불필요해지므로 사회조직에 가해지는 긴장이 감소한다.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확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따라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쟁점들은 더욱 적어진다.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적어질수록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가망성은 더욱 커진다. […] 정부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자발적 교환을 통해 경제 활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정부를 통해서
어느 개인이 다른 개인을 강박하지 못하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재산권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해석하여 집행하며, 통화의 운영체계를 마련해 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해 경기의 규칙을 정하고 중재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을 통해 할
수 있을 법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제약이나 그 비슷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일도 정부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자유는 책임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목표이다. 우리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지목한 사람들,
이를 테면 정신이상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지만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근거한 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

[나]
If government wants not merely to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certain standards by the individuals but to make certain
that everybody attains them it can do so only by depriving individuals of any choice in the matter. Thus the welfare
state becomes a household state in which a paternalistic power controls most of the income of the community and
allocates it to individuals in the forms and quantities which it thinks they need or deserve. […] It is sheer illusion to
think that when certain needs of the citizen have become the exclusive concern of a single bureaucratic machine,
democratic control of that machine can then effectively guard the liberty of the citizen. So far as the preservation of
personal liberty is concerned,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a legislative which merely says that this or that should be
done and an administrative apparatus which is given exclusive power to carry out these instructions is the most
dangerous arrangement possible. […] It would scarcely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greatest danger to liberty
today comes from the men who are most needed and most powerful in modern government, namely, the efficient expert
administrators exclusively concerned with what they regard as the public good.

[다]
자유란 정부의 비활동(government inaction)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활동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 내 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법적·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는데, 그들의 자유의 제약은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자연적인 능력 차이가 크고 근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도록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개입으로 균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천부적인 불리함이라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보다 큰 평등은 사회 통합을 위해 불가결하며,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필요하다. 자원이나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다른 이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는 자연스럽게
평등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소득이나 부의 평등화 내지 결과의 평등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정의에 입각한,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자연권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어떤 사람들의 자유의 상실이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 자유가 기정사실로 인정되며, 정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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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내가 가정하는 기본 구조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법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구조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고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 과정은 정부를 선택하고 정의로운 입법을 위한 정의로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또한 내가 가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종류의 사회적 공통 자본을 보존함과 더불어 사립학교를 보조하고 공립학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비슷한 재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교양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활동과 자유로운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실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기업과 민간단체의 행동 방침을 정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독점적인
제약이나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가족수당 및 질병이나 고용에 대한 특별한 급여에 의해서나
아니면 보다 조직적으로 저소득층 보조(예컨대 네거티브 소득세)와 같은 방도에 의해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
해야 한다.

[마]
대부분의 선행은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세계의 선은 이 개인들의
이익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리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익을 고려할 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즉 누군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저버
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이다. 어느 누구도 광범위하게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능력 속에서 덕을
가지는 경우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공공의 복리를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따름이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경우에도
모두 사적인 공리, 즉 극히 적은 몇몇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해도 충분한 것이다. […]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고 자극시키는 것과 같은 활동을 정부가
하는 한, 그러한 활동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것일 수 없다.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환기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활동이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대신하게 될 때, 그리고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보나 충고를 주거나,
필요한 경우에 비난을 하는 대신 그들의 활동을 구속하거나 그들을 주변으로 밀어낸 채 정부 스스로가 그들의 일을 대신
행하게 될 때, 해악은 발생하기 시작한다.

[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는 ‘…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로, 당사자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일컬어진다. 한편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을 할 자유(freedom to do)’로, 개인이 자신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성취할 것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정당성을 갖춘 큰 힘, 즉 국가의 지도와 도움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극적 자유론자들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의 제약이 부재하거나 그것이 최소한으로 규정될
것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국가의 역할은 기본권의 보호 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면 적극적 자유론자들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주재자로서 그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나 기타 비인간적 세력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진정한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추구한다.

[사]
A, B 두 사람의 효용수준이 UA, UB로 주어졌을 때, A, B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떤 한 사회의 사회후생수준(Social
Welfare : SW)을 그 함수값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사회후생함수(SW=f(UA, UB))이다. 이러한 사회후생함수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주는 UA와 UB의 조합들로 만들어지는 사회무차별곡선(Social Indifference Curve)을 아래의 (1)∼(3)과
같이 각각 도출할 수 있다.

(1) (2) (3)

<논제 Ⅰ>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마]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주요 주장을 설명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Ⅱ>
제시문 [다]∼[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사회무차별곡선 (1)∼(3)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배점 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