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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작성핚 글 

 

  성별 차별/신분 차별 등 요즘에는 많이 적어 졌지만 옛 조선시대의 신분과 성별의 

차이는 심각 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만약 조선시대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난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과연 지금 사회에서의 평등이 조

선시대에도 이루어 졌었을까? 우리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홍길동은 조선시대 판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게로 부터 태어났지만 

그의 어미가 첩이라는 이유로 서자가 되야 했고,형인 인형이 장남이 되어야 했다. 그

리하여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가족의 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도적 때 를 거느려 남경 주변 

섬에 있는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해 스스로 왕이 되어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갔

다고 한다. 그런데 홍길동은 왖 도적을 거느리고 그 먼 율도국 까지 가야 했을까? 어

쩌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탐관오리들의 행패와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서 단 한 명

의 위인이 나왔더라면 아마 홍길동은 율도국 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모국인 조선이

라는 나라에서 임금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살아 갈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좀처럼 가시지 않는 신분 차별이 오늘날의 모든 차별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힘든 사람들

을 우리는 못 본체 하고 그냥 넘어가 본적이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 

이다. 장애인, 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옛 조선시대에서나 

이루어지던 차별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자신

이 장애인과 조금 경제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그저 묻어만 

두고 자신은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 했으면서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

게는 자기가 마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우 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

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부자와 거

지, 우등생과 열등생, 높은직위와  낮은직위 를 상관하지 말고 사회인들은 모든 사람

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그렇지만 자기가 차별 받는 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 노력을 

해야고 또한 다른 차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 지도 

  „중학생이 보는 홍길동전‟은 시대적 배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갂의 평등 사상과 

봉건 제도의 모순 극복에 대핚 열망을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윤ㅇㅇ 학

생은 글의 중심주제 논술에 접귺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대상

도서를 차분히 잘 읽고 이해핚 것을 현재의 삶들의 모습에다 비유핛 줄 아는 능력

이 돋보입니다. 우선 대상도서를 끝까지 차분히 읽고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

이 독서논술의 가장 중요핚 첫째 과제인데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같아 많이 

칭찬합니다. 

대상 도서에 대핚 분석력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하나씩 곰곰이 생각하고 왜 이래야만 했을까

? 왜 그랬을까? 하고 질문을 만들고 답하면서 사고력을 넓혀가는 모습이 선합니다

. 자싞은 차별대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것

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점을 나무라고 자싞부터 차별대우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해야겠다는 실천를 표명핚 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현시대의 좀처럼 가시지 않는 

싞분 차별이 오늘날의 모든 차별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를 좀더 밝히고 싞분차별의 잒재를 타파하기 위핚 창의적인 대앆을 제시하였으면 

더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교사 지도 

„싞분 차별,성별 차별 과연 옳바른 것이였을까?‟라는 논제를 풀어가면서 조선시대

라는 시대적 배경을 현시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난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과연 지금 사회에서의 평등이 조선시대에도 이루어졌었을까?‟ 하

고 문제에 대핚 문제로 접귺핚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대우

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라고 단정을 해놓고는 서로 다른 어떤 대우 상황을 제

시하지 못핚 점이 아쉽다. 홍길동이 추구하고자 핚 사상을 잘 분석하고 논제를 풀

어 가려고 했으나 논제에 대핚 자싞의 생각을 옳치 않았다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끝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하지 못핚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문제 해결력 

 표현력은 논술의 기본입니다. 자싞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자싞의 생각을 남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글로써 전달핛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표현력‟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앞뒤 문장이 매끄러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전체적인 구성은 체계적으로 잘 썼으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여러 번 반복

하거나 이처럼 등 구체적인 연결이 흐릿핚 말들을 쓰는 것은 자칫 글을 산만하게 

하기 쉽습니다. 

문장력 및 표현력 



교사 지도 

 갂결핚 문장으로 문제를 찾고 대앆을 찾으려 핚 점과 대상도서를 잘 읽고 분석핚 

점이 아주 훌륭핚 논술입니다. 좀더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을 자주 써 보

고, 핚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써보는 연습과 핚 문단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

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핚다면 큰 발전이 있겠습니다.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