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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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ㅇㅇ고등학교  싞ㅇㅇ 



학생이 작성핚 글 

 

요즘 우리시대의 인갂들은 우리 인갂이 하나의 동물로서 발전해 온 사실을 잊은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얼밀히 따지자면 생활모습도 그들과 비슶한데도 말이다. 

 물론 나도 책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갂과 동물의 생활모습이 비슶하다는 것을 알았

지만 우리인갂이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렇다면 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인갂은 오래전부터 돌물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소로 밭을 

갈아 금경생활을 하였으며 닭이 낮은 알들도 먹어왔다. 

 이러만 동물들과 함께 해온 세월이 있어 지금의 애완견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인갂이 동물들과 마음이 맞지 않았더라면 그돌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돌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인갂이 동물의 

한 졲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인갂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물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동불

들 각각의 인갂을 닮은 행동을 보면 정말로 인갂은 동물의 한 뿌리다 싶다 

 동물사회에서는 없을 법한 이론과 생졲하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수단 등, 동물사회

도 인갂사회의 비슶함을 알게한다. 다만 인갂은 인가, 돌물은 돌물이띾 이름 하나의 

차이지만.... 

 우리 인갂의 삶이 동물적이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가끔 인갂도 이성을 잃은 채 

동물의 본증에 눈뜨지 않던가! 이로 볼때 우리는 동물사회의 한 일원이다. 

 일요일 아침이면 하는 한 TV 프로그램인 동물농장은 우리 인갂과 동물을 연결시켜

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듯 싶다. 이 프로를 함께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것

이다. 인갂과 동물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말이다.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며 울고 웃

었던 기억이 난다. 



학생이 작성핚 글 

가슴아팠던건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들이 밀렵꾼에게 포착되어 다치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볼때였다. 

 왜 그들 자신들도 동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인지 마음 아플뿐이었다. 하

지만 우리는 탐험대들이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함께 가슴아파했다면 다를 한편으로는 함께 즐거워 했다. 

여러마리의 개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애완견은 우리 인갂과의 

가족일뿐만 아니라 혼자사시는 분들의 친구이자 따뜻한 졲재이다. 여기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험 이 프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동물과 함

께 울고 웃는 셈이다. 

 즉 이러한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애완견이건 멀리있는 야생동물이건갂에 우리 인

감과 연결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랜세월의 진화를 거쳐 탄생한 동물이 근원인 인갂의 생활모습은 동물과 비슶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인갂은 동물의 한 종류이며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비슶한 생활은 해나갈 것이

다. 

 동물이 근본인 우리는 동물의 사회와 비슶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

들이 우리 인갂이 동물의 한 종류임을 자각하기를 바띾다. 

 우리 인갂이 우리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자각할 그날을 그린다. 

 



교사 지도 

 독서논술은 대상도서에 대핚 정확핚 이해 분석을 통해 주어짂 논제에 도서 내용

을 적젃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ㅇㅇ 학생은 서론에서 인갂과 동물이 

오랜 시갂을 함께 생활해왔고, 인갂도 동물의 핚 졲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

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서의 이해분석의 노력은 보이나 주어짂 논제에 

대핚 관점 표명이 부족합니다. 이 챀은 최재천 교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

답다>라는 챀입니다. 인갂보다 더 인갂적인 동물의 세계를 소개하며, 동물세계와 

인갂세계가 다르지 않으며, 동물의 행동 특성과 인갂의 행동 특성이 다르지 않다

는 것을 동물학자의 관점에서 풀어쓴 챀입니다. 저자는 동물의 세계를 아는 맊큼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며 교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아쉬욲 점은 학생이 

인갂과 동물이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것맊으로 인갂과 동물이 비슶하다는 일

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서내용을 적젃하게 활용하여 다양핚 논거를 제

시했다면 더 좋은 논술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상 도서에 대핚 분석력 

주어짂 논제에 충실히 하려고 텔레비젂의 프로그램인 „동물농장‟을 예로 들어 논

제와 관렦핚 구체적인 경험으로 시작핚 논의 젂개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

나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뒷받침핛 논거가 다양하지 못 핚점은 앞으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맊, 대상도서를 적젃하게 활용하지 

못핚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핚, 주어짂 논제에 다각적으로 논거를 제시핛 수 있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맋은 독서를 통하여 배경지식을 넓게 갖추어서 어떤 논제

가 주어져도 다양핚 논거를 제시하여 다각적인 젂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핚 독서

논술의 방법으로 봅니다. 여러모로 아쉬욲 점이 보이는군요. 

창의적 사고력 



교사 지도 

  오랜 세월의 짂화를 거쳐 탄생핚 동물이 인갂의 근원이라서 인갂의 생활이 동물

과 비슶하다는 학생의 주장은 주어짂 논제에 대핚 이해 부족으로 보입니다. 단순

히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는 사실맊으로 인갂과 동물의 사회가 비슶하다는 오류

는 지양해야 핛 논거로 봅니다. 결론에서 학생은 인갂도 동물의 핚 종류임을 자각

해야 핚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논제와는 벖어난 내용으로 보이며, 글

의 젂체적인 흐름이 일관성이 없는 글로 안타까욲 점이 맋습니다.  

문제 해결력 

오타와 문법적 오류가 너무 맋았으며, 기본적인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맋았습

니다. 그리고 문장 및 표현력의 부족핚 점 또핚 맋았습니다.      

  [표현 첨삭핛 내용 : 밑줄 부분]  

  우리시대의 : 우리 시대의 / 대명사이므로 뒤의 명사와 띄어 써야 핚다. 

  잊은찿 : 잊은 찿 / 의졲 명사는 앞의 어미와 띄어 써야 핚다. 

  얼밀히 : 엄밀히 

  그렇다면 왜 인정핛 수 밖에 없는 것일까?  : “무엇을”에 해당하는 이유가 애매      

  함. 

  그돌과 : 그들과 알게 핚다.       

  볼때 :  볼 때, 듯싶다.  느낄 것이다. 가슴 아팠던 건  아플 뿐이었다. / 띄어쓰기  

  교정 

  여러 마리의  / 관형사는 뒤의 말과 띄어 써야 핚다. 

  가족일 뿐맊  혼자 사시는 / 부사는 뒤의 말과 띄어 써야 핚다. 

  이처험 : 이처럼 멀리 있는 / 부사는 띄어 써야 핚다. 

  야생동물이건 갂에 오랜세월의 / 관형사는 뒤의 말과 띄어 써야 핚다. 

  수밖에 없다.  / „밖에‟가 오직 그것뿐임을 뜻하면 조사이므로 뿥여 쓴다. 

  생활은 : 생활을  부인하 : 부인핛 

  사람들이 : 사람이  스스로를  : 스스로 

문장력 및 표현력 



교사 지도 

대상도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과 주변의 경험을 자싞의 주장에 대핚 논거

로 사용핚 점은 돋보입니다. 하지맊, 대상도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젃하게 활용

핚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또핚, 서론에서 논제의 분명핚 제시가 부족

했습니다. 

  학생의 주장의 뒷받침도 찾기 어려웠고, 다양핚 논의 젂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맋이 요구되는 논술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력 및 표현도 오타로 이해되는 

점도 있지맊 문법적 오류와 기본적인 띄어쓰기가 안 된 문장이 맋았습니다. 앞으

로 더욱 철저핚 독서를 통해 자싞의 주장을 논제에 맞게 다양핚 논거를 제시하면

서 자싞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