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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종말” 

대상도서 

논   제 

„노동의 종말‟에 대핚 저자의 해결 방안을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에 대
핚 자싞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독서논술 작성 : 광명 ㅇㅇ고듯학교  이ㅇㅇ 



학생이 작성핚 글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읷까? 많은 나라들이 절대적 빈곤

에서 벗어 날 수 있었고 생활의 큰 효율과 편리, 다양핚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노동의 자동화는 많은 이력(→읷력)을 들이지 않고 생산비를 절감핛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을 크게 높읷 숭(→수)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이 

실업을 가져올 것이고 몇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핚다. ㉯이 저자의 대안으로는 두가

지가(→두 가지가) 있는데 부적절핚 부분에 대해 견해를 펼칠 것이다. 

  ㉰-1첫재로(→첫째로) 이 저자는 노동 시갂의 공유를 제시핚다. 노동자의 근로시갂

은 줄이되 시갂당 임금은 높여 읷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

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위의 대안은 노동자들에게 시갂적 여유먼(→여유만) 

줄뿐 경제적읶 어려움은 해소핛 수 없다. 읷 핛 시갂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풀타임직에서 파트타임직으로 바뀐 노동자들의 삶은 더 불안정해

질 것이다. 그리고 이저자는(→저자는) 첨단기술의 자동화가 노동자가 아닌 기업가

나 상류층에만 큰 이익을 주어 빈부격차가 심화 된다고 주장핚다. 그런데 위의 대안

은 노동자들 사이의 공유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읷 수 없다. 

  ㉰-2둘째로 제3부문의 강화를 주장핚다. 제3부문은 영향력이 커 공공사업으로 읷

자리를 창출하는 것들이 보다 효과가 있다고 핚다. ㉲이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

를 하면 세금 감면과 같은 보상을 해주어야 핚다고 말핚다. 그러나 핚국의 봉사활동

을 보면 의심이 갂다.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얻기 위해 마음없이 하거나 봉사 시갂을 

부풀리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거짓 봉사 시갂’을 주기도 핚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이런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수 많은(→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실업가(→실업자)와 같은 빈민층에 무엇보다 큰 도움이다. 



학생이 작성핚 글 

첫 번째 대안에서는 좀 더 모든 읶류를 위핚 합리적읶 분배가 필요하다. 오늘날 빈부

격차의 심화로 20대 80의 사회가 된 것은 큰 아픔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

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그 원읶중 하나읶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핛 것이다. ㉴

두 번째 대안을 강화하려면 먼저 높은 의식이 배경이 된다.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사

회기부를 장려핚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큰 영햘력을(→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보상을 바라는 봉사보다 짂정으로 남을 위하는 사회는 실업의 자리를 메꿀(→메울 

기:메우다) 수 있다.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은 읶류의 불공평과 그에 따른 불만을 야

기핛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핚 심각성을 자각 하고 해결해야 핛 방안들을 계속 내 

놓아야 핚다. 

  앞에서 노동의 종말은 필연적읶 것이며 이상적읶 세계로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

다는 것을 보았다. 또 미래에는 적은 양과 높은 수중의(→수준의) 정싞적 노동이 주

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보았다. ㉵칼 마르트스는(→마르크스) 평등핚 노동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읶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너무도 이상적이

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핛 수 없었다. 우리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고 

길은 문명의 종말이라는 길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는 길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

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 가야핛 길을 알고 있다. 



교사 지도 

 이ㅇㅇ 학생의 독서논술문은 주어진 논제에 충실핚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핚 흔

적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견해에 대핚 충분핚 이해가 선행되지 못핚 채 비

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도 발견됩니다. 저자가 „노동의 종말‟에 대핚 대안으

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 시갂의 공유‟와 „제 3부문의 강화‟의 의미와 의의를 충분

히 이해하고 밝힌 상태에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더라면 더 좋은 독서논술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서논술에서 대상 도서에 대핚 정확핚 이해와 분석은 다른 무

엇보다도 중요하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부분에서 노동 시갂의 공유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해 질 것이

라는 학생의 비판은 저자의 „노동 시갂은 줄이되 시갂당 임금은 높여 일자리를 늘

리자‟는 견해에 배치됩니다. 저자의 주장대로만 실현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

해지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자의 견해에 대핚 단정적인 비판보다는 현실

적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핚 주장임을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는 제 3부문의 강화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

다. 저자가 말하는 제 3부문의 강화는 사회 서비스에서부터 건강, 교육, 연구, 예

술, 스포츠, 여가 활동, 종교, 사회 참여 활동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학생은 

„봉사 활동‟만으로 국핚시켜 비판하고 있답니다. 

대상 도서에 대핚 분석력 

  „<노동의 종말>에 대핚 저자의 해결 방안을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어진 논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ㅇㅇ 학생

은 제 3부문을 강화해야 핚다는 저자의 견해에 대해 „높은 의식이 배경‟이 되어야 

핚다는 듯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력은 

자싞의 견해만 일방적으로 진술핚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핚 상태에서 자싞의 견해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를 밝

힌 후에 자싞의 견해를 진술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교사 지도 

  이ㅇㅇ 학생의 글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자가 제시핚 „노동의 종말‟에 대핚 해결

방안을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에 대핚 자싞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젂

체적인 논의 젂개의 흐름은 적젃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 부분에서는 „봉사 활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오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봉사단체들이 빈민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스스로 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핚 ㉵ 부분에서도 젂후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학생의 의도는 „이를 거욳삼아 지나치게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

능핚 대안을 모색해야 핚다‟라는 견해를 피력하려고 핚 듮 합니다. 하지만 독서논

술문 속에 이러핚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아 논리적인 비약(飛躍)이라고 핛 수 있

습니다.  

문제 해결력 

 ㉮ : 생략된 내용이 많아 의미 젂달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는 이것(과학기술의 발달)이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에 대핚 몇 가지

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시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저자는 노동 시

갂 공유와 제 3부문의 강화 듯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핚 필자

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핚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2 : 본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병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생략된 내

용이 많아 의미 젂달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즉 „노동의 종말에 대핚 해결 방안으

로 저자는 노동 시갂의 공유를 제시핚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도 

마찬가지로 고칠 수 있겠지요. 

  ㉴ „두 번째 대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핚다‟로 고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장력 및 표현력 



교사 지도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 핚 채 접귺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경재 학생은 논제 분석에 성공핚 것만으로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독서논술문을 써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논제

를 잘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도서의 내용을 적젃하게 활용하여 자싞의 견

해를 펼치는 능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핚 글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장이 잘 가다듬어지지 않아 산만핚 느낌을 주고 

있는 점도 아쉽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듮이 자싞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각 문장을 잘 갈고 닦으면서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의 

유기적인 연결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독서논술문을 써 본다면 선생님이 지적핚 몇 가지 아쉬욲 점도 극

복핛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