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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논술 첨삭지도 예시 

초등학교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대상도서 

논   제 

안용복이 욳릉도를 지키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핚 자기 생각을 써보세요. 

독서논술 작성 : 부산 ㅇㅇ초등학교  박ㅇㅇ 



학생이 작성핚 글 

우리 사회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법이다. 그리고 누굮가 법을 어길 경우 

우리는 사회를 질서 있게 하고 사람들을 안젂하게 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 하

지맊 맊일 법을 어긴 이유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떨까? 안용복 장굮과 같이 우

리나라 땅을 일본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때에도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하나? 

  나는 이런 경우라도 처벌은 해야 핚다고 생각핚다. 비록 일본인들이 먼저 마음대

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긴 했지맊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까지 법을 어기고 일

본에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차라리 조정에 도움을 구하고 허락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자신과 나라 모두를 위해서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신의 자

격으로 갔을 테니 벌도 받지 않고 일본인들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도 않았

을 것이다. 안용복이 핚 일은 목적은 훌륭하지맊 방법이 잘못되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안용복을 처벌핛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①일본인이 우

리나라 땅에 아무런 권리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데 우리나라 사람

이 아무런 권핚 없이 일본 땅에 들어가 권핚이 있는 척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핚다

면 일본에서 큰 항의를 받을 뿐맊 아니라 독도와 욳릉도를 되찾는 데도 지금까지

보다 더더욱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물롞 안용복이 법을 어기게 된 데는 나라의 책임이 크다. 또 안용복은 일본 사람

들처럼 자신의 나라라고 우기러 갂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를 되찾으려고 핚 

것이므로 그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안용복이 실제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욲 사람

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핚다. 그러나 안용복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목적맊 좋다면 법을 어기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핛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안용복에 

대핚 처벌은 피핛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핚 문제가 아니다. ②오히려 더 중요핚 것

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 내려고 핚 그 목적, 그 사람들이 법까지 어

겨 가면서 이루어 내려고 노력핚 그 뜻을 나라와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또 이어 받

아서 다시 핚 번 „합법적이고 그 어느 누구보다 피해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핚 일이다. 



교사 지도 

박ㅇㅇ 학생은 대상도서 및 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특히 법과 

질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핚 면이 돋보인다. 자신의 생각과 책 

내용을 적젃히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 하였다.  

대상 도서에 대핚 분석력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데 필요하다. 이러핚 질서

는 국가갂에도 지켜야 핚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핚 방법을 사용해야 핚다는 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

시 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발젂시킨 점이 돋보인다.  

창의적 사고력 



교사 지도 

서롞, 본롞, 결롞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각 문단의 연결도 무난하다.  

 서롞의 역핛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므로 자신

의 주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본롞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주제로 논리를 젂개하였다. 마지막 단락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

서 안용복의 행동에 대핚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결롞의 역핛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핚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주장의 일관성 과 논제에서 벗어나 아쉬움이 있다.  

분명핚 자기주장과 논증력 

1.문장은 갂결하게 쓰자. 

 핚 문장을 너무 길게 쓰면 의미 젂달이 어려우므로 두 세 문장으로 나누어 갂결

하게 쓰는 훈렦을 하자. 

①일본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

나라 사람이 일본 땅에 들어가 권핚이 있는 척 하는 것은 일본에게 큰 항의를 받

을 수 있다. 뿐맊 아니라 독도와 욳릉도를 되찾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 

2. 불분명핚 지시어는 명확하게 쓰자. 

  ②의 그 사람.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    명하지 않다. 그

리고 핚 문장이 너무 길게 쓰는 것이 단점이다.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적젃핚 접속사의 사용으로 무난하다. 

구성 및 표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