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2017년도 신입학전형 모의논술고사
인 문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본 문제는 모두 세 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문 (가)는 인간 생명 복제 가능성의 부작용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한 것으로서, 남궁달화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에 실린 글에 출제자가 일정한 내용을 보
완, 변형한 글이다. 지문 (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생명 복제에 대한 긍정의 관점들을 출제자가 
정리한 것이다. 지문 (다)는 소설의 한 부분을 통해 (가)와 (나)에서 정리된 수험생들의 견해가 어떻게 창작
물에 적용되며 또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요청하기 위한 글로서, 역시 (가)와 같은 교과서의 용례를 따
왔다.

  생명 복제 특별히 인간 복제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로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비록 해묵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소설이라는 창작물과 접속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
고 적용하여 그 긍정, 부정의 견해를 표현하라는 문제로 새롭게 설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본 문제는 수험생이 
이러한 논쟁적 층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개의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는가 하는 독해력 
측정, 둘째, 앞의 두 개 지문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는가 하는 구성력 측정, 마지막으로 
구체적 예술 작품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적용하는 능력 측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 개의 지문 모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들에게 전혀 무리가 없는 난이도를 취하고 있
다. 수험자의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수험생의 지문 이해와 예술에 대한 인
지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 그리고 이해와 표현 능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 목적이다.

1. 평가의 내용

1) (가)와 (나) 지문의 주장 내용을 대립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독해력과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여 정리하
는 능력.
2)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에서 정리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
3) (다)의 마지막 부분에 채워 넣은 가상의 내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능력.
4) 이러한 이해와 표현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능력.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 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 점

논리와 표현 정확하고 논리적인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 그리고 단락 사이의 유기성 등을 평가한다. 10

내용 이해와 창
의적 문제 해결 능
력

 (가) 지문의 요약 능
력

 인간 생명 복제의 부정적 견해와 그 사례들을 적정하게 요약했는지
를 평가한다. 20

 (나) 지문의 요약 
능력

 인간 생명 복제의 긍정적 관점과 그 사례들을 적정하게 요약했는지
를 평가한다. 20

 자신의 견해 선택과 
피력 능력

  두 개의 지문 가운데 수험생이 동의 가능한 관점을 택하여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관점으로 서술했는지를 평가한다. 20

 (다)의 빈칸에 내용
을 채워 넣고 그 내용
에 대한 논리적 근거
를 서술하는 능력

  소설의 빈칸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고 그 논리적 근거를 앞에서 택
한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서술했는지를 평가한다. 20

구성과 표현   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한 형식에 따라 글을 썼는가 하는 능력
을 평가한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86

<B>
상-중-하

85~71
<C>

상-중-하
70~51

<F>
50 이하

평가 
내용

1) (가)에서 설명한 생명 
복제의 우려 이유를 정확하게 
요약하였다.

2) (나)에서 설명한 생명 
복제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
해 적절하게 요약하였다.

3) (다)의 빈칸을 자신의 
관점에서 쓰고 그 논리적 근
거를 정확하게 밝혔다.

4) 글의 형식과 내용에 무
리가 없으며, 문장 구사가 바
르고 적절하였다.

1)에서 4)까지의 항목 중 한 
가지가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1)에서 4)까지의 항목 중 두 가
지 이상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전혀 글이 엉
뚱하거나 제
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
였다.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080 이상 

1320자 이하 1320자 초과 950 이상 
1320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800자 이상 
850자 미만

750자 이상 
800자 미만 75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3점 -5점 -8점 -10점 -15점 -30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규정

상(0~1개 틀림) 중(2~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3점 -5점

 (2) 내용 조직
   - (가) 지문과 (나) 지문 요약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택하여 서술해야 함.
   - (다) 지문의 빈칸을 반드시 써야 함.
   - (다) 지문을 채운 후 그 논리적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함.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거나 나열하면 감점 요인이 됨.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고, 두드러지게 그것을 여기면 감점 요인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