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문화접변이 발생할 경우, (a) 유입된 새로운 문화요소가 기존의 문화 내부에서 독

립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b) 고유 문화가 외래 문화

와 접촉한 결과 전에 없던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c) 기존의 

문화가 외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해체되거나 소멸되어 문화 고유의 성격을 잃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끝으로 (d) 기존의 문화가 외래 문화를 거부하거나 

배척하고 고유성을 보존하려 하거나 복고 또는 저항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근로자 A씨는 이슬람교도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회

식이 있을 때마다 매우 곤혹스러웠다. 이슬람 율법 상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기 때문

에 A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직장상사는 그에게 먹을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상사는 최근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A씨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돼

지고기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문화 갈등이 줄어들면서 A씨는 안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국내에서 할랄(Halal) 식품을 찾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예전보다 쉽게 이태원 등지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 제시문 (가)의 문화접변 현상 (a)~(d)가 각각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시오.

2. 제시문 (가)의 문화접변 현상 (a)~(d)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전개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제시문 (나)에서 엿볼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세 가지 수용 태도를 제시문 (가)의 관

점에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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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 문화접촉에 의한 문화변동의 양상으로써 문화공존, 문화융합, 문화동화, 문화저

항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시민역량과 창의성,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함

- 타문화에 대처하는 수용 태도의 변화 추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통해 

인성을 파악함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변동의 양상을 설

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사례를 통해 문화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본 문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야 하며,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문화변동의 양상으로 표

현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에서 가르치는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