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Ⅰ]
각 제시문은 사회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라], [바]는 기능론적 관점을, [나],
[다], [마]는 갈등론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학교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 등을 학습시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유
익한 사회화 제도라고 설명한다. [라]는 개인이 사회의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은 물
론 사회 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바]는 스포츠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체
험시켜 사회 체제를 유지시키고 개인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한다고 본다.
반면, [나]에서는 일부 사회 구성원이 지배계층의 억압적인 가치관 강요에 대해 자유를 갈망하지만 결
국 좌절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다]에서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지배계층의 이념과 체제 구조를 비자발
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마]는 지배층인 여성에게 남성이 성적으로 억압받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세상을 그리고 있다. [487자]
[논제 Ⅱ]
제시문 [사]는 사회화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몸짓을 모방하고 이
해해 가며 사회의 규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사회화라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면, 제시문 [다]는 사회화를 개인이 지배계층의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사회의 위계적 구조가 공고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사회화는 구성원 간에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미시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또 사회화는 개인이 지배 체제에 비자발적으
로 편입되는 부정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개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화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사회화를 개인이 사회의 가치를 학습해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안정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은 사회 전체 속에서 맡은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구성원과 상징적 의미를 주고받는 미시적 과정을 거쳐 사회화된다. 그리고 사회화를 개인이
원활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 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개인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 지배 체제의 이념과 전통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67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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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Ⅲ]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 )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 )의 합이 120건이며, 교통안전교
육 시행 건수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보다 3배 많으므로      이며    이다. 두
식을 풀면    이고    이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총 300
억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억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건수 당 비용이다.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의 비용이
교통안전교육 1회 시행의 비용보다 2배 높으므로   이다. 이를 앞에서 구한    이고
   를 이용하여 풀면    억원이고    억원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효과(R)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A지
역은 예산에 의한 제약(   ≤  )과 법에 의한 제약( ≥   ≥  )을 만족시키며,
     이 최댓값을 가질 때의  와  의 값을 각각 구해야 한다.       일 때
     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지난해 교통안전교육을 90회 시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30대 설치한 A지역은 교통
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안전교육 건수를 늘
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를 줄였어야 했다.
제시문 [라]에 의하면 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 제도와 규범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A지역은 교통안전교육 시행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보다 감시와 통제 정책을 중요하게 시행하였다고 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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