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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 및 예시답안 (인문계열) 

▢ 문제 2

1. 출제 의도

대학생이라면 우리말의 역사와 가치를 정확히 알고 세계화, 국제화의 새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

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말과 한글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우리 것

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태도를 기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자문화중심주의를 고집하여 국가 간의 무제한적 경쟁에로 우리 스스로를 내몬

다면 한국의 미래는 자못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2. 문제 해설

1)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 

o 제시문 (가)는 한글과 한국어를 구별하여, 언어로서의 한국어 자체를 두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 즉 모든 개별 언어는 의사소통 매개체로

서 대등한 역할을 한다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흔

히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수주의적 편향을 경계하고 있다. 

o 제시문 (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닌 우수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체

의 논리성이라는 내면적 가치 이외에 컴퓨터나 통역 환경에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외면

적/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한글은 매우 뛰어난 문자 체계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

한 한글이 한국의 국가 자원으로서 국가 간 경쟁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도구로 인식

된다는 점이다. 세계인의 손쉬운 소통이나 세계문화의 고른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글

의 가능성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파악하는 데서 낡은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한계를 읽을 수 있다.

2) 문제의 의미 

【문제 2-1】

이 문제는 제시문을 일단 두 부류로 나눔으로써 학생들의 읽기 부담을 줄이고 출제자가 요

구하는 방향으로 독해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제시문 (가)에서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추출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나)를 읽음으로써 차별적인 읽기 내용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 것

이다. 

(가)의‘개별 언어는 모두 그 나름대로 의사소통 매개체로 대등한 역할을 한다.’와 같은 진

술에서“다원주의”나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나)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지닌 국가적 쓰임새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민족주의” 혹은

“자문화중심주의”적 색채를 뚜렷이 읽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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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2】

→ 시대 배경: 지구촌이나 세계화, 국제화라는 용어가 회자된 지 이미 오래다. 교역이나 유

통, 문화 교류, 노동자 유입이나 결혼 이민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이제는 전통적 순혈주

의나 고립주의를 고집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의 태도: “다원주의”나“문화상대주의”란 내 생각이나 우리 문화가 중요한 꼭 그만큼 

다른 이들의 사고나 문화도 중요하다는 상호주의나 호혜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으려는 

태도이다. 인류의 화합이나 종들 간의 공존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식 태도의 문제점: 신토불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언제나 우리 것

만이 선이라는 고립주의나 절대주의적 태도로 기울 수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사상으로 피흘려왔던 인류사의 지난날이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우리 문화를 대하는 세계화 시대의 바른 태도: 한글이나 우수한 전통 공예 기술을 국가 경

쟁력의 무기로 삼겠다는 발상은 이미 낡았다. 민족들 간의 세계적 통합에 한글과 같은 우리 

자산이 활용될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이해력(10)
A(10): 근거와 함께 (가를 다원주의 혹은 문화상대주의와 연결하고 역시 근거와 함께 
(나)를 민족주의/국가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설명한 경우
B(7): 근거 없이 구분만 하고 있는 경우
C(4): 근거 없이 (가)를 다원주의 혹은 문화상대주의와 연결하거나 근거 없이 (나)를 민
족주의/국가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설명한 경우
D(1): 근거 없이 (가)를 다원주의 혹은 (문화)상대주의와 연결하거나 역시 근거 없이 (나)
를 민족주의/국가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설명한 경우
표현력(10)
A(10):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B(7): 비문은 없으나 단락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C(4): 비문이 하나 있는 경우

20

2-2

논증력(15)
A(15): 근거 상황 + 민족주의의 한계 +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B(12): 민족주의의 한계 +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C(9):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D(6): 민족주의의 한계
E(3): 근거 상황
표현력(15)
A(15):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 창의성(인간중심주의를 버리고 종들 
간의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술과 같은 납득할 만한 생각)
B(12):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C(9): 비문은 없으나 단락 구성(문장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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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답안

【문제 2-1】

“개별 언어는 모두 ~대등한 역할을 한다.”와 같은 진술로 볼 때, (가)는 다원주의나 문화상

대주의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나)는 한국어로 세계의 모든 문화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가 간의 정보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하는데 있어 한글이 유용한 도구임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 구별된다.

【문제 2-2】

세계화라는 말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그에 따라, 우리 각각이 모두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세

상을 보는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날의 민족주의 혹은 자문화중심

주의는 우리 것만이 선이라는 배타주의적 태도에로 기울기 쉬웠다. 국가 간의 경쟁으로 피흘

려왔던 인류사가 그 좋은 보기이다. 그 점에서 한글과 같은 우리 고유 자산을 국가 경쟁력의 

무기로 삼겠다는 (나)의 발상은 이미 낡은 사고방식이다.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 그런 자원들

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

다. 

D(6): 비문은 하나 있으나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E(3): 비문이 하나 있고 단락 구성도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