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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논술 첨삭지도 예시 

고등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대상도서 

논   제 

동물과 인갂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현상과 본질의 측면에서 

자싞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독서논술 작성 : 수원 ㅇㅇ여자고등학교  하ㅇㅇ 



학생이 작성핚 글 

 

요즘 주위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①그들은 인갂처럼 

감정을 지닌 애완동물의 모습에 놀라기도 핚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은 우리와는 전

혀 다른 생명체라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애완동

물은 아끼고 보살피면서, 멀리 떨어져 사는 동물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며 열등핚 존

재로 보는 인갂들의 모순된 시각에 희생되는 동물들이 너무나 애처롭다 과연 동물

과 인갂의 삶을 바라보는 바람직핚 시각은 어떤 것일까. 

 동물들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인갂은 최종소비자이기에 손쉽게 먹을

거리를 구핛 수 있지만 중갂소비자인 동물들은 야생에서 직접 먹을 것을 찾아야 하

므로 야성을 ②지닐 수 밖에 없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인갂은 옷을 입고 집

을 짓고 살지만 그렇지 못핚 동물들은 강인함을 지니게 된다. 타생명의 공격이 거의 

없는 인갂의 삶의 목적은 질 높고 행복핚 삶이겠지만 삶에 많은 고비가 있는 동물들

은 자손번영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각자의 영역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에 

동물과 인갂의 삶의 모습은 ③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동물과 인갂 모두 생명을 가짂다는 점에서 공통부분을 갖는다. 즉, 사는 형

태가 ④다르다고해서 삶의 가치나 본질까지 다르다고는 핛 수 없다. 제 살을 먹여 자

식을 기르는 염낭거미나, 일품을 팔아 자식에게 ⑤영양가있는 음식을 먹이려는 부

모님이나, 모두 부모의 자식사랑이란 공통점을 지닌 것이다. 자싞이 먹은 피를 게워

내 동료의 생존을 돕는 흡혈박쥐나, 헌혈을 통해 모르는 이에게 자싞의 피를 나눠주

는 사람들이나, 자싞을 희생해 타인을 돕는다는 봉사정싞은 동일핚 것이다. 이렇게 

동물과 인갂의 삶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같다. 

 



학생이 작성핚 글 

 싞항로 개척을 통해 미대륙에 들어온 영국인은 미대륙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미

개핚 족이라며 마구 학살했다. 그 결과 그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살아가던 인디언들

은 처참히 죽었고, 그들을 겨누던 총부리에 고유핚 문화 또핚 ⑥부숴져 온데갂데  없

이 사라졌다. 동물의 삶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와 너무 다르다며 무시하는 이들이 있

다. 인갂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인디언처럼 동물을 멸시핚다면, 

사라지는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싞이다. 현상만 보고 본질을 판단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선 ⑦안된다. 동물과 인갂은 ‘생명’이란 두 글자 아래 평등해짂다. 즉, 그 

둘 사이에 우월관계란 있을 수 없다. 동물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해 바라봐야 핚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겉은 다르지만 속은 같은 동물과 인갂이 

핚 데 어우러져 사는 삶을 기대해본다. 



교사 지도 

 하ㅇㅇ 학생은 서론에서 „가까이 사는 애완동물은 아끼고 보살피면서 멀리 있는 

동물은 열등핚 졲재로 보면서 학대하는 인갂의 모순된 시각‟을 통해 논제에 접귺

하고자 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핛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의

문형으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점은 좋았지만, 논제를 직접 제시하거나, 논제에 

대핚 관점 표명이 부족했습니다. 서론에서 자싞이 글을 쓰게 된 이유나 어떻게 글

을 쓸 것인지를 밝혔으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겁니다.   

  좋은 점은 대상도서의 이해 분석력에 귺거핚 적젃핚 활용입니다. 본론에서 논의

의 젂개를 동물과 인갂의 차이점과 공통점의 두 가지 주장을 논거로 들어 논의를 

젂개했습니다. 동물과 인갂의 생명의 졲귀함은 거미와 박쥐의 사랑을 핚 예로 들

어 본질적으로 같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갂보다 더 

인갂적인 동물들의 세계를 소개하며, 인갂이 다른 동물들에게 가지는 우월감이 얼

마나 허무핚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남의 자식을 입양하는데 하물

며 인갂이 자싞의 아이를 버리는 세태에 대해 개탄하며, 거미들의 지극핚 자식 사

랑을 핚 예로 들어 조금 살기가 어려워졌다 하여 가족 갂의 희생과 사랑을 상실해

가는 우리네 가족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점 등입니다.  

대상 도서에 대핚 분석력 

학생은 두 가지 주장으로 논제에 대핚 논거를 들어 젂개했는데, 동물과 인갂의 서

로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인갂과 동물이 생명을 가

짂 본질이 같다는 주장으로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핚, 싞대륙 발견 때, 영

국인이 인디언을 미개인이라고 인권도 없이 마구 학살하는 사건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인갂의 비유를 통해 현상만 보고 본질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

다는 참싞핚 논의 젂개가 보이지만 젂체적으로 다각적인 논거를 들어서 더욱 심

층적인 자싞의 논의 젂개가 아쉬웠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교사 지도 

  결론에서도 동물과 인갂의 관계를 조용하면서도 암묵적으로 평등하다는 자싞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제에 대핚 일관성 있는 논의 젂개로 자싞의 주장에 대

해 인갂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논제를 끝까지 논거를 통해 

제시핚 점이 돋보입니다.  

문제 해결력 

문장 표현이 매끄럽고 젂체적으로 적젃핚 비유와 대상도서를 활용핚 점이 좋습니

다. 아쉬욲 점은 기본적인 띄어쓰기가 잘 못된 곳이 보입니다.    

 

  [표현 첨삭핚 내용 : 밑줄 부분] 

 ① 그들은 인갂처럼 감정을 지닌 애완동물의 모습에 놀라기도 핚다. : 학생이 도

입부에서 주장핚 문장입니다. 주술 호응이 안 맞네요. 어떤? 모습에 놀라는지 구체

적인 표현이 아쉽네요.  

 ② 지닐 수 밖에 없다.  ③다를 수 밖에 없다. :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쓰

는 것이 옳습니다. 지닐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④ 다르다고해서 : 다르다고 해서 

 ⑤ 영양가있는 : 영양가 있는 

 ⑥ 부숴져 : 부서져 (문맥상)  

 ⑦ 안된다. : 안 된다. 

문장력 및 표현력 



교사 지도 

 도입부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핛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의문형으로 문제점

을 부각시키는 점이 좋았습니다. 

 독서논술은 대상도서에 대핚 철저핚 이해 분석력에 귺거핚 내용의 적젃핚 활용

입니다. 하나래 학생은 대상을 적젃하게 활용핚 점이 돋보였으며, 문장 표현이 매

끄럽고 젂체적으로 적젃핚 비유와 대상도서를 활용핚 점이 좋습니다. 아쉬욲 점이 

있다면, 서론에서 논제를 직접 제시하거나, 논제에 대핚 관점 표명이 부족했습니

다. 또핚, 서론에서 자싞이 글을 쓰게 된 이유나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를 밝혔으

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더 훌륭핚 독서논술이 되기 위해 논제에 대핚 다각적인 논의 젂개가 아쉽

고, 미세핚 부분이지만 띄어쓰기에 세심핚 주의가 요구됩니다. 좋은 독서논술입니

다.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