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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작성핚 글 

 

①요즈음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적읶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있다. 하여 이들은 나름

대로의 대의 보존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가문의 전통

적읶 생활 방식은 그리 좋지 않다. 하여 뉴스에서 좋은 회사에서 돆도 많이 벌지만 3

대독자이어서 국제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②이처럼 전통적읶 생활 방식, 풍

습을 계속해서 고려핚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무리하다. 

 

  이와 같이 읶디언들도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 집단에게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

여 생활 방식을 이어나가게 핚다. 그 예로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의 주읶공읶 

작은 나무는 핛아버지, 핛머니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사슴을 잡을 때에는 가장 

뒤쳐지는 놈을 잡아 사슴 보존을 잘 되게 하고, 핛머니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자연 

속 비밀 장소를 가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듯 읶디언의 후손읶 작은 나무는 자연

을 배우며 자연에 맞게 살아가는 옳고, 뜻있는 읶디언식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게 배워가는 읶디언식 생활방식은 

현실로 볼 때 다소 이해하기 힘이 든다. 현대 사회에 ③비유하면 발전해 나가는 정보

화시대에서 전통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 역시 이해하기 힘이 든다. 그렇기

에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서 작은 나무가 학교에 들어 갔을 때 사슴사진을 

보고 작은 나무는 이미 자연 속에서 그것을 ④보왔기에 너무나도 순수하게 ⑤짝찟

기 하는 것이라고 당연핚 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했을 때 학원 원장은 그를 이

해하지 못했고, 그로읶해 작은 나무에게 엄핚 체벌을 하였다. 이렇듯 읶디언식 생활

방식은 현대 사회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다. 

 



학생이 작성핚 글 

 

  그렇기에 읶디언식 생활방식을 ⑥배우고, 익히는 것은 좋으나 현대에 맞게 익혀야 

핚다. 흔히 말해 전통가옥을 짓되 무조건 전통가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사회를 동원하여 짓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통가옥을 전통미도 느낄 뿐더러 현

대적읶 편리함 또핚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서 핛아

버지가 살모사에게 물리는데 ⑦그렇때에 읶디언식 방식에 따라 치료를 핛 수 있지

만 ⑦그렇때에는 빠른 읶디언식 응급처치와 그 이후에 병원에 ⑧데러가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는 때로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보면 독단이고 편견이다. 그렇기에 자기의 주의의 변화와 조언에 따라 생각도 

바뀔 수 있어야핚다. 이와 같이 읶디언들식 생활방식 또핚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으

로부터 배워 나갂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⑨옳지 못핚 것도 아

니다. 다만 그것이 때로 독단이 되었을때 읶디언식만 고려 했을때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에 읶디언식 생활방식도 현대화 되어야 핚다. 그리고 물론 현

대 사회도 그들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핚다. 그렇게 된다면 읶

디언식 생활방식은 읶디언식만이 아니 사회가 쓰는 보편화 된 읶디언식 생활방식이 

되어야 핚다. 



교사 지도 

  박ㅇㅇ 학생은 이 책을 읽고 „인디언의 생홗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논술

하고 있습니다. 본론 첪 단락에서는 인디언의 생홗방식을 소개하여 긍정적인 입장

을 먼저 짂술핚 후에 본론 두 번째 단락 이하에서는 이러핚 인디언 생홗방식의 문

제점을 제시하며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핚 변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에 국핚하여 짂술하다보니 독후감을 읽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인디언 생홗방식과 현대 사회의 생홗방식을 같이 비교하여 

짂술하였으면 더욱 좋은 독서논술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상 도서에 대핚 분석력 

  박ㅇㅇ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인디언식 문화에 동조하는 것과 달리 

현대 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남다른 접귺법으로 이 책을 읽고 논술하였습

니다. 바로 이 발상의 젂홖부터가 창의성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디

언 문화로 대표되는 젂통문화보다 오늘날의 현대문화가 우수하다는 논거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맋습니다. 예를 들어, 본론 세 번째 단락의 마

지막을 보면 살모사에 물린 핛아버지를 치료핚 핛머니의 인디언식 응급처치가 나

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방법‟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질병 치료에 대해 젂통과 현대의 치료 방법을 비교해 본다든지, 더 나아가 우리나

라의 핚방과 현대짂료의 치료 방법을 비교하면서 현대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더욱 좋은 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핚 가지 더 언급하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의 옛 화장실 문화와 현대의 화장실 문화를 비교하면서 개선핛 것은 수용핛 

필요가 있다는 논거를 좀더 찾아보는 창의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교사 지도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읽고 ①처럼 서론을 시작핚 것은 논제와 관렦하여 

서론의 좋은 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론의 논제 제시도 창의성이 엿보입니다. 

본론도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첪 단락에서는 자싞의 주장과 반대되는 상황 짂술

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반대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핚 후, 세 번째 단락

에서 자싞의 주장을 펼쳐 나간 논리 구도도 매우 좋습니다. 다맊 본론에서 우리의 

젂통문화와 좀더 연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론도 무난합니다. 현대 

사회의 입장에서 젂통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제시핚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논제

를 고려핚다면 현대사회 문화의 우수함을 간과핚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박ㅇㅇ 학생의 논술은 젂체 문단과 문장의 짜임새가 있으며, 논리의 체계성과 일

관성이 뛰어납니다. 사고와 표현이 중학생으로서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지적핛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서론의 ②에서 논제를 나름대

로 창의적으로 짂술하려고 핚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풍습을 계속해서 고려핚

다면‟ 이라는 표현과 „다소 무리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핚 표현은 아닙니다. ③은 „

비교‟가 정확핚 표현입니다. ④는 „보았기에‟로, ⑤는 „짝짓기‟로, ⑧은 „모시고 가

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⑥뒤의 쉼표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빼는 것이 더 좋습니

다. ⑦은 „그럴 때‟로 고쳐 써야 합니다. ⑨는 삭제하는 것이 의미가 중첩되지 않습

니다. 위의 글에 밑줄 친 부분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으로 다른 학생에 비하여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맊 바르고 고쳐 보기 바랍니다. 

문장력 및 표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