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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지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를 요약한 것이

다. 이 지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Ⅰ-1. 2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뒤 의사로부터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받고 있던 이

탈리아인 남자(38)가 최근 의식을 회복했다. 그런데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３개월 전부터

영양 튜브를 제거할 것을 논의하는 주위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절망적인 기분이었음을 밝혔다

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전했다.

Ⅰ-2. 생활고에 시달리다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딸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전아무

개 씨가 구속되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았으나 빚이 5천만 원대에

이르렀다는 이 아버지는 “집까지 팔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남은 가족들 생각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서글픈 사연을 밝혔다.

Ⅱ-1. 세계적 명성의 생명공학자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강원래 씨를 일으키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황 교수는 “강원래 씨를 일으켜 세운다고 자

신은 못하지만 그가 다음 번 ‘열린 음악회’ 출연 때는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며 따뜻한 애정을 표시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Ⅱ-2. 한국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은 황우석 박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

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추기경은 가톨릭 신문과의 특별대담에서 “인간 배아는 명

백하게 하나의 존엄한 인간 생명”이라며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올바르지 않

으며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Ⅱ-3. 김종갑 특허청장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

기세포 복제기술은 공서양속(公序良俗·사회의 질서와 선량한 양속)에 위배되지 않으며, 산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교수의 인간배

아 줄기세포 복제기술 관련 산업은, 10년 안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기술(IT) 이후의 최대 산업인 생명공학(BT) 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BT 산업은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유의 사항]

1. 글의 길이는 빈 칸을 포함하여 900자 이상 1,000자 이내가 되게 하시오.

2. 예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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