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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 및 예시답안 (인문계열) 

▢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1】 

이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실존주의의 윤리적 의의에 대해 묻고 있는데, 구체적인 삶

의 예들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실존주의 윤리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다. 

- 각 지문에서 문제 상황에 처한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무한히 긍정적 의의를 부여

하거나 끝까지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은 개인들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실존주의의 윤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진정한 삶의 방식은 개인들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하는 것일지라도 그 선택은 공통적으 

로 외양적, 물질적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현대 사회에서 자칫 경시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의 강조를 읽을 수 있는가?  

 【문제 1-2】

이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실용주의의 윤리적 의의에 대해 묻고 있는데, 구체적인 삶

의 예들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실존주의 윤리와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다. 

-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의 경우를 비판할 수 있는가?

- 문제 상황에 대한 융통성 있고 유연한 대응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나)의 경우에 

적용하여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실존주의적 관점과 실용주의적 관점이 양립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가?

2. 문제 해설

1)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 

o 제시문 (1)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실용주의 윤리와 실존주의의 윤리적 

의의”장에 실린 소설의 일부로서 실존주의 윤리를 평가하는 예시로 쓰이고 있다.

o 제시문 (2)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문학과 자아”장에 실린 시로서 삶에 대한  

성찰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    

o 제시문 (3)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실용주의 윤리와 실존주의의 윤리” 

장에 실린 연설문으로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예시로 쓰이

고 있다. 

2) 문제의 의미 

  【문제 1-1】

위의 제시문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상황에 처한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무한히 긍정

적 의의를 부여하거나 끝까지 충실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진정한 삶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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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들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실존주의의 윤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제시문들의 인간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외양적, 물질적 조

건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것에서 현대 사회에서 자칫 경시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

조하는 실존주의 윤리의 또 다른 의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제 1-2】

(가)의 경우 과정 못지않게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결과적으로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어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기를 요구한다. (나)의 경우 시적 화자의 선택이 융통성 있고 유연한 대응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적 화자의  삶의 성찰 역시 과정 못지않게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실제 삶에 있어서 실존주의와 

실용주의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양립할 수 있음을 파악하기를 요구한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이해력 (10)
A(10): 각 제시문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외양적, 물질적 조건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공통점을  찾아내 그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적 윤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B(7): 진정한 삶의 방식은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한다는 핵심 내용만 있는 경우 
C(5): 
-진정한 삶의 방식은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한다는 핵심 내용과 관계없이, 한계상황, 
주체성, 개성, 결단, 현존재 등의 실존주의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
- 물질적 조건을 초월하는 선택만을 실존주의 윤리로 간주하는 경우
D(1): 위의 기준들과 관계없는 공통점을 서술하는 경우  
표현력(10)
A(10):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B(7): 비문은 없으나 단락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C(4): 비문이 있는 경우 

20

1-2

논증력(20)
A(20): 제시문 (가)에 대해 실용주의는 과정 못지않게 결과를 중시하다는 관점에서 비판
한 경우, 제시문 (나)에 대해  상황에 대한 유용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과  과정 못지않
게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제시문의 근거를 들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지지하는 논증
을 한 경우
B(16):
- 제시문 (가)에 대한 논증이 위의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시문 (나)에 대한 논증이 위의 
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한 경우
- 제시문 (가)에 대한 논증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나)에 대한 논증이 위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C(12): 제시문 (가)에 대한 논증이 위의 기준을 충족했으나 (나)에 대한 논증이 전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D(8): 제시문 (가)에 대한 논증만 했거나 (나)에 대한 논증만 했는데, 그 내용이 위의 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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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답안

【문제 1-1】

 제시문 모두 문제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무한히 긍정적 의의를 부

여하거나 끝까지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은 개인들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실존주의의 윤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외양적, 물질적 조

건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것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윤리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2】

 (가)의 경우 어부가 그날따라 일찍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실용적 

태도에 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그 과정과 관계없이 실용적이지 못하

다고 비판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차가 떠났기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실용적 판단이며,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은 기쁨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태도

이다. 즉, (나)의 경우 문제 상황에 대한 융통성 있고 유연한 대응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태

도를 취한 것이다.  

준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한 경우 
E(4):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표현력(10)
A(10) :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B(7):  비문은 없으나 단락 구성이나 문장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C(4): 비문은 하나 있으나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겨우
D(1): 비문이 하나 있고 단락 구성도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