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수능 해석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 남: 저것이 지난주에 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 예,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 그런데, 어느 사람이 당신이 늘 얘기하던 여동생, 메리예요?

여: 아, 오른쪽에 있는 여자예요.

남: 모자를 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 아니, 그 여자는 나의 사촌이고요, 제 동생은 앞에 앉아 있어요.

남: 아, 알았어요. 그녀는 머리가 길군요.

여: 맞아요.

　정답: ⑤

남자의 여동생인 Mary를 찾는 문제이다. Sitting in front와

long hair로 보아 정답은 ⑤이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2. 여: Robert, 어느 시간이 가장 편하세요?

남: 화요일 오후가 어떨까요?

여: 그 날 오후에는 할 일이 있는데요. 수요일 2시는 어때요?

남: 저런, 미안합니다. 그 시각에 약속이 있어요. 대신에 목요일 4시

에 만나는 것이 어떨까요?

여: 좋아요.

　정답: ④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넌 언제가 가

장 좋으니? How about ～?: ～은 어때? Why don't we ～?:

우리 ～할래? That's fine with me.: 난 좋아.

3. 여: 너도 알다시피 대기 오염이 큰 문제야.

남: 맞아. 자동차 배기 가스가 위험해. 그것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

지.

여: 에어컨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도 공기를 오염시킨다는데.

남: 나도 들었어.

여: 난 정말 더러운 공기가 싫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답: ②

대기 오염에 대한 대화이다. 남자는 대기 오염의 주원인을 자동차

가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 여자는 에어컨조차도 공기를 오염시

킨다고 말하고 있다.

air pollution: 공기 오염

4. 남: Jane, 이 나무 어디다 놓을까?

여: 어디 보자. 소파 바로 옆에 두는 게 어때?

남: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거긴 좀 어두워.

여: 맞아. 그러면, 창문 앞에 놓자. 잠깐! 피아노랑 너무 가까운데.

남: 그런 것 같아.

여: 음, 피아노 옆은 어때?

남: 피아노랑 TV 사이 말이지?

여: 그래.

　정답: ③

여자가 right beside the sofa의 장소를 제안하자 남자는 a

little bit dark를 이유로 반대하자, in front of the window를, 마

지막으로는 between the piano an the TV set을 제안하고, 남자

는 결국 마지막 제안에 동의한다.

5. 엄마: Tom, 일어날 시간이다. 학교에 늦고 싶지는 않겠지!

Tom: 엄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어디 아프니?

Tom: 글쎄요, 몸이 약간 불편해요.

엄마: 열이 있니? 머리 좀 만져 보자. 열은 없는 것 같구나. 두통이

있니?

Tom: 아니요. 배가 주로 아픈데요.

엄마: 정말이니? 약 좀 갖다 줘야겠구나.

　정답: ①

“Do you have a fever?”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Tom은 “No, it's

mostly in my stomach.”라고 답한다.

it's time to ～: ～해야 할 시간이다 under the weather: 몸

이 편치 않은 have a fever: 열이 있다

6. Min-ho : 여보세요.

Susan : 여보세요. 전 수잔인데요, 민호 좀 바꿔 주시겠어요?

Min-ho : 안녕, 수잔. 무슨 일이니?

Susan : 안녕.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다음 주에 한국을 떠

나. 아빠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셨어.

Min-ho : 정말이니?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송별 저녁 식사라도 해

야겠다.

Susan : 고맙지만 매우 바빠. 할 일이 아주 많거든.

Min-ho : 안됐다. 몸조심하고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 줘.

Susan : 고마워. 그럴게.

　정답: ②

여자의 말, “I'm calling to say good-bye. I leave Korea next

week.”에서 답을 알 수 있다.

What's up?: 무슨 일인데?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하다

farewell: 작별 give one's regards to: ～에게 안부를 전하다

7. 여: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빗 존슨 씨 아니세요?

남: 예, 맞습니다.

여: 세상에, 개인적으로 당신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을 만날

거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오.전 정말 당신의 아름다운 시를 읽



는 것을 즐긴답니다.

남: 그런 소릴 듣다니 기쁘군요.

여: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예요.

남: 고맙습니다.

여: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남: 그럼요.

　정답: ①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을 우연히 만나 기뻐하며 싸인을 부탁하는 상

황이다.

honored: 영광으로 생각하여 autograph: 싸인, 서명 with

pleasure: 기꺼이 movie star: 영화 배우 photographer: 사

진 작가

8. 관광 안내원이 되기 전에는 난 자동차 판매원으로 자동차 회사에

다녔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일을 즐겼고 열심히 했다. 나는 한 달에

적어도 차 열 대를 팔아야 했다. 그것은 너무 스트레스를 주었고 건

강이 나빠졌다. 2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 후 나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나는 관광 안내원인 내 직업에 만족한다.

　정답: ⑤

첫번째 담화문에 tour guide가 되기 전에 car salesman이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tour guide: 여행 안내자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은 a

couple of weeks: 2주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9. 한국 우편 주문 회사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지시를 잘

들어주십시오. 주문을 하고 싶으시면 ‘1번’을 지금 누르세요. 상품 정

보가 필요하시면 ‘2번’을 누르시고 수리 요청을 하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 주세요. 이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 ‘0번’을 누르세요. 다

른 전화를 건 분들은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정답: ③

전화 주문시의 directions에 대한 설명이다. 1번은 주문, 2번은

상품 정보, 3번은 수리 요청, 이것들을 다시 들으려면 0번을 누르면

된다.

10. 신사 숙녀 여러분, 제 말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개인 소지품을

챙겨 즉시 극장을 나가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스넥바에

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지시를 잘 따라만 주십시오. 그

들이 여러분을 극장 밖으로 안전하게 모셔 드릴 것입니다.

　정답: ②

영화관에서의 small fire로 인한 실제 대피 상황이다.

belongings: 소지품, 소유물 panic: 두려운 staff: 직원

direction: 지시, 지도 be under control: 관리하에 있다

11. 고객: 실례합니다.

점원: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 필름 좀 현상하려고 하는데요.

점원: 예. ____________________

　정답: ④

필름을 현상하러온 고객과 점원과의 대화이다. 포즈를 취하라는 ④

가 빈 칸에 적당하지 않은 것.

develop: 현상하다

12. 로버트는 수잔과 사귀어 왔고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는 그

녀의 여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녀의 어머

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어했다.

　정답: ⑤

be dead와는 달리 die는 순간에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이므로 How long～이라는 의문사구와는 어울리지 못하고 어느 특정

시점을 물어보는 How long ago～와 같은 의문사구와 쓰여야 한다.

go steady with: 이성과 교제하다

13. 누군가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관

심이 있다는 사실은 종종 기적을 만들어 냈다. 마을 사람들을 스스로

를 돕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

들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덜 낙심하게 된다.

　정답: ③

‘～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수동태인 ‘be interested

(in)'의 형태로 쓰여야 하고 enough to의 위치도 적당하므로 (A)는

이상이 없고, (C)의 discouraged로 마찬가지이며 이에 less를 사용

한 것도 이상이 없다. 동사 help는 to를 취할 수도, 생략할 수도 있

는 동사이므로 make만 온 것도 맞지만, (B)의 경우 주어가 The

fact임을 보아 동사 work가 works로 수정되어야 한다. 때때로 긴

수식어구에 가려진 주어와 그 주어의 동사와의 성, 수와 관련된 불일

치 문제가 출제되므로 잘 살펴봐야 해야 한다.

be interested in: ～에 흥미를 지닌 work wonder: 기적을 만

들어 내다 help oneself: 스스로를 돕다 discouraged: 낙심한

realize: 깨닫다

14. 나는 그것이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훈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순응해야만 하는 출발이며, 순응이란

문명 사회라면 불가피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취향과 아이들 부모

의 재정 상태를 감추도록 도와 준다. 그것은 아이들이 매일 아침 뭘

입을지 알게 해 준다. 그것은 또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그것으로 인해 그 집단에 속한다는 자부심을 갖기를 우리는 희망한

다.

　정답: ⑤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이며, 입는 것에 관련되면서

personal taste와 financial status of children's parents를 감

추게 할 수 있고 a feeling of belonging to a group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교복이다.

formal: 공식적인 conform: (규칙에) 따르다 civilized: 문

명화한 community: 공동체, 사회 conceal: 감추다

financial: 재정적인 dress oneself: 옷을 입다 belong to: ～에

속하다 pride: 자존심, 긍지, 자랑거리

15. 당신이 Blacknell을 선택하면 아름답고 새로운 벽돌 증축, 부

엌, 라운지, 식당 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빠르고,



놀랄 만큼 싼 가격으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집 증

축은 전통적으로 당신의 집에 어울리게 벽돌이나 타일로 짓습니다.

겨울과 여름의 안락함을 위해 구석구석 최고로 단열 처리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유리창은 페이트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lacknell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설계하며, 지방 당국의 승인을 얻었으

며, 반드시 만족스럽게 증축하여 드립니다.

　정답: ④

extension: 증축, 확장 lounge: 라운지, 담화실 permanent:

(반)영구적인, 영원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tile: 타일로

덮다 match: ～과 어울리다 superbly: 최고로 insulate: 단

열하다 throughout: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obtain: 얻다

local authority: 지방 당국 approval: 인가, 찬성 guarantee:

보증

16. (A) 잭의 차례였지만, 그의 룸메이트인 아더가 요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스테이크가 타버려 그들은 밖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

다. 식사 후에, 아더는 잭이 돈을 내길 바랬지만 잭은 농담으로 아더

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으므로 자신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더는 잭을 위해 비싼 생일 선물을 샀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

(B) 잭: 자, 계산서 집어 가, 아더.

아더: 네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잭: 뭐라고?.네가 스테이크를 태워 버렸잖아.

아더: 그게 사실이지만, 난 거의 무일푼이고 봉급도 타려면 멀었어.

잭: 그건 너의 문제야.

아더: ________________

　정답: ②

잭의 생일을 맞아 룸메이트인 아더는 대신 요리를 해 주다 요리를

망쳐서 둘이 외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아더는 잭의 선물을 사느라

돈을 써버렸는데, 그런 아더를 보고 잭이 농담으로 요리를 망쳤으니

돈을 내라고 한다. ①처럼 생일 선물을 사줬으니 밥값을 내라고 요구

할 수도 있고, 비록 자신이 요리를 했지만, 원래는 네 차례였지 않냐

고 ③처럼 반문할 수도 있고, ④처럼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또

한 ⑤처럼 돈을 아껴쓸 것이라는 후회도 할 수 있다.

turn: 차례 roommate: 동거인 playfully: 농담으로 run

out of: ～이 다 떨어진 broke: 무일푼의

17. 사법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

를 들어, 미국의 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범죄로 고발되어도 그는

법정이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결백하다고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유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법정의 의무이

다.

　정답: ②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므로, ‘다시 말해서, 즉’의 의미

인 in other words가 들어가야 한다.

court: 법정, 재판 protect: 보호하다 be accused of:～으로

고소당하다 innocent: 결백한 guilty: 유죄의

18.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 몸을 쉬게 함으로써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에너지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사용되지 않

는다면 어떤 상처든지간에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 다친 동물들은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확실히 보통 때보다 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졸립게 느끼게 해서 우리 몸이 우리를 계속 치

료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③

질병에 걸리면 신체에 몸에 어떤 자각 증세가 나타나는 것일까? 바

로 앞의 문장,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동물들은 더 많은 잠을 잔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졸리움의 증세일 것이다. 글 서두의 resting과

good physical condition과의 관계, damage와 energy에 대한 언

급도 이를 뒷받침한다.

injure: 상처를 입히다 spend: (시간을) 보내다 wound: 상

처, 부상 heal: 고치다, 낫게 하다 cure: 치료하다

19. 오늘날 산업 경제는 과학과 기술에 기초를 둔 정보 경제로 변화

하고 있다. 분명히 현대 사회는 인적 자원이 천연 자원보다 훨씬 중

요한,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자유 시장의 격심한 경쟁의 와중에 경제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

는 것은 바로 지적 능력이다.

　정답: ①

두 번째 문장의 a new economic system where human

resourcefulness counts far more than natural resources로

보아, human resourcefulness와 관련된 것이 답이 될 것이다.

industrial: 산업의 economy: 경제, 절약 base on: ～을 기

초로 하다 clearly: 분명히, 의심할 여지없이 face: ～에 직면하

다 economic: 경제(상)의 resourceful: 자원이 풍부한

count: 중요하다, ～의 가치가 있다 guarantee: 보증하다

fierce: 격렬한, 거센 current: 현재의 free market: 자유 시장

20. 당신은 TV 광고를 보고 광고에서 본 모든 물건을 사 달라고 엄

마에게 조르는 어린 동생이 있습니까? 때때로 아이들은 광고에 그렇

게 ‘속아서’ 그들의 가족이 한 종류의 곡물만을 먹어야만 하거나 한

상표의 비누를 써야만 한다고 실제로 믿는다. 광고주들은 감정에 호

소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이것이 언어의

힘에 대한 한 예이다.

　정답: ②

광고주가 구매자(시청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상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일까? 마

지막 문장의 This는 앞 문장을 가리키고, 그 이유가 an example of

the power of language라고 하였으므로, 빈 칸에 들어갈 말은

using language이다.

commercial: 광고 방송, CM advertise: 광고하다, 선전하다

be sold: 속다 cereal: 곡물 (식품) appeal to: ～에 호소하다

21. 매년 여름 사람들은 태양을 즐기기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를 태우기 위해 반드시 해변에 간다. 그리고 매년 여름, 많은 사

람들이 햇빛에 타서 집으로 돌아온다. 얼마 전만 해도 썬탠이 유행했

고 의사들조차 건강에 좋은 활동이라고 장려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태양 자외선 광선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특히 그것이 화상을



초래하게 된다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현재 존재한다.

　정답: ③

regular exposure이 해로울 수 있을 정도라면, 썬탠을 넘어 화상

으로 이어진 경우일 것이다.

make a point to: 반드시 ～하다 get a tan: 햇볕에 태우다

sunburn: 햇빛에 탐 fashionable: 유행하는 promote: 장려

하다, 고무하다 healthful: 건강에 좋은 evidence: 증거

exposure: 노출, 드러내 놓음 ultraviolet: 자외선의(↔infrared

적외선의) result in: (결과로) ～이 되다

22. 만일 당신이 일일 일지를 적는다면 당신은 하루종일 기억하며 다

녔던 생각들을 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의식

적인 것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쓰려고 앉을 때

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조차 못했던 무의식적인 생각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내 자신에 대한 많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들로 인해, 당신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

할 수 있고 결국 그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정답: ④

매일 일지를 쓰게 되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있던 생각들을 깨

달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내용

이다. 앞 문장의 subconscious thoughts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일지를 씀으로 인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란 의미로, revealing

facts가 적당하다

journal: 일지, 일기 carry with: ～을 기억하고 있다, 휴대하

다 conscious: 의식하고 있는 subconscious: 잠재 의식의

focus on: ～에 집중하다 ultimately: 결국(=finally)

23. 만약 당신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당신의 일에 생산적일 수 없다.

“인생은 90%의 태도와 10%의 능력이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자신

을 표현하는 방법과 당신이 무엇을 제시해야 할지 하는 당신의 태도

에 있다.”라고 판매 대표자인 에드워드 심슨은 말한다. “회사는 당신

에게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

는 모르지만, 태도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관심 없는 아주 유능한 사

람과 열성적이지만 좀 능력이 덜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나

는 항상 능력보다는 열성을 선택한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정답: ①

윗글에는 attitude와 ability가 계속 대조를 이루며 서술되어 있

다. Edward Simpson이 인사시 기준으로 삼는 것은 ability가 아

니라 attitude이므로, ‘능력보다는 열성’이 빈 칸에 적절하다

positive: 적극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representative:

대표자 purely: 완전히 competent: 유능한 zeal: 열심, 열의

24. 자연 세계와 접하는 기쁨은 예술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한적한 산 정상이나 숲의 고요함을 느끼고자 하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자연미가 어떤 개인이나 사회의 정신적

발달에 꼭 필요한 장소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파

괴하거나 지구의 자연적인 모습을 인공적인 것으로 대신할 때마다 우

리는 인간의 _________을 지체시켜 왔다고 믿는다.

　정답: ④

pleasures of contact with the natural world에 대해 서술하

고 있는 글로서, 필자는 natural beauty와 인간의 spiritual

development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

므로 빈 칸에는 ‘정신적인 성장’이 알맞다.

reserved: 남겨둔, 예약된 place: ～을 두다 lonely: 인적이

드문 stillness: 고요, 침묵, 평화 spiritual: 정신의, 정신적인

substitute A for B: B대용으로 A를 쓰다 artificial: 인공적인

feature: 특징 slow down: 늦추다

25. 우리는 빛이 물체를 비출 때에만 그것을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한 물체의 표면은 이 빛의 파장 중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

다. 우리가 보는 색은 반사되는 색이다. 예를 들어 나뭇잎들은 녹색

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나뭇잎을 비추는 빛의 다른 모든 파장들은

흡수되기 때문이다. 나무의 줄기가 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갈색만이

반사되는 파장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빛이 물체를 비출 때, 물체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외에 반사되는

파장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물체를 어떤 색이라고 볼 수 있다는 빛의

원리에 대한 글이다. 그러므로 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갈색을 제외한

모든 파장은 흡수되고 갈색 파장만이 반사되기 때문이다.

absorb: 흡수하다 wavelength: 파장 reflect: 반사하다

trunk: 줄기, 몸뚱이

26. 몇 주전에 대형 영화관에서 난 아내에게 몸을 돌려 “화면이 초점

이 안 맞았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조용히 해요.”라고 대답했다. 나

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몇 분 후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다시 그 점을

지적했다. 아내는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라며 주위 관객을 방

해하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것은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점이 안 맞았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

내내 아내를 괴롭히고 난 후에야 나는 마침내 그녀를 설득해 영화가

초점에서 벗어났으며 그것은 매우 짜증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

에게 인정케 했다.

　정답: ③

영화 초반부터 남자는 “The picture is out of focus.”, 초점이 맞

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나아질 것이라고 그를 무마시키지만,

결국 아내에게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한다. 앞 문장의 out of

focus의 또다른 표현으로 it was off가 나오고 있다.

ouf of focus: 초점이 맞지 않는 impatience: 조바심, 안달

disturb: 방해하다 glaringly: 역력하게 bother: 괴롭히다

throughout: 내내 prevail: 설득하다, 이기다 annoy: 괴롭히

다, 성가시게 굴다

27. “나는 경쟁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자고 제 자신에게 진지하게 약

속합니다.”라고 1989년 세계 마라톤 우승자인 폴라 플래저는 말한

다. “같은 이유로 저는 Bronks를 신습니다. 그것들은 저처럼 성능에

대해 진지하게 약속을 하죠. 저는 훈련을 하든, 경주를 하든 Bronks

를 신고 편안하게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들과 작업하기 때문

에 Bronks사는 남녀 모두의 특수한 생물 공학적인 필요성들을 충족

시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특수한 쿠션 체계는 특별한 충격 흡수를



제공해 줍니다. 한 켤레를 신어 보고 실제의 성능감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정답: ②

make a commitment: 약속하다 compete: 경쟁하다

committed to: ～에 전념하는 meet: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biomechanical: 생물 역학적인 cushion: (충격, 고통 등을) 흡

수하다, 완화하다 exceptional: 예외적인, 특별한 absorption:

흡수. v. absorb

28. 전국에 걸쳐 상점 주인들은 올 크리스마스에 소비자들이 많은 돈

을 쓸 것이라고 예견한다. 평균 판매 증가율은 12～15%로 높아질

것이다. Gears 회사는 ll월에는 판매가 31.5% 증가한다고 보고했

다. S-Mart는 10.5%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Gears는 전국에서 가

장 큰 소매점이다. SMart는 두 번째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낮은 인플레이션 비율과 고용 증대로 더 많은

소비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Gears의

회장은 “우리가 기대하던 멋진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저

희는 가정 용품, 전자 제품, 그리고 주요 용품들을 더 많이 팔고 있습

니다.”라고 말했다.

　정답: ④

분석적인 글의 분위기와 객관적인 보고 및 인용으로 보아 기사적

성격의 글이다.

predict: 예상하다 retailer: 소매 상인 according to: ～에

따르면 anticipate: 예기하다, 예상하다 appliance: 기구, 가전

제품, 적용

29. Mike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프이며, x축은 주, y축은 주

당 도보 거리이다.

① 마이크는 운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제4주에는 7km를 걸었다.

② 마이크는 제1주보다 제6주에 8km를 걸었다.

③ 마이크는 제1주에서 제4주까지의 기간 동안 5km를 더 걸었다.

④ 마이크는 제2주부터 제3주까지의 도보 거리에는 증가분이 없다.

⑤ 마이크는 제3주와 제4주 사이의 도보 거리 증가분이 최대이다.

　정답: ③

week 4에는 7km, week 1에는 1km를 걸었으므로 6km 더 걸었

다. 도표는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30. 당신은 친구와 함께 박물관에 가서 같은 그림을 보고 그것에 대

해 다르게 반응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본 그림이 바다 풍경

이었다면, 당신은 짙은 색과 거대한 파도가 당신이 고향에서 가졌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

다. 대조적으로 당신 친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으며,

그는 심한 폭풍이 이는 거친 바다를 항해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그의 마음에는 공포를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

다.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그림을 해석할지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정답: ③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 사물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reaction: 반응, 의견, 태도 seascape: 바다 경치

enormous: 거대한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violent: 격렬한, 난폭한

31. 뒤뜰 밖에서 나는 이 아름다운 아침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을의 하늘만큼 파란 하늘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

다. 위를 올려다보면 솜처럼 하얀 구름으로 무늬져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다. 태양이 나무의 동쪽 편을 비추고 그것들의 그림자를 서쪽으

로 드리우게 한다. 부드러운 미풍이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을 방해하

지 않고 부드럽게 키 큰 클로버 꽃을 스친다. 하얀 나비가 마당을 가

로질러 날아다닌다.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정답: ①

beautiful morning, skies as blue as, cotten white clouds,

sun, soft breeze, white butterfly 등 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요하면서도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backyard: 뒤뜰 upward: 위쪽으로 splash: 튀기다, 무늬져

있다 cotton: 목화, 솜 brighten: 밝게 하다 gently: 부드럽게

rustle: 살랑살랑 소리를 내다 blossom: 꽃 disturb: 방해하

다, 어지럽히다 gather: 모으다 nectar: 꿀, 화밀(花蜜)

flutter: 훨훨 날다 be in harmony with: ～과 조화되어 있다

32. 때때로 당신 주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생이 걸릴지도 모

른다. 당신이 젊었을 때, 지연이나 발생되는 외관상 어리석은 문제들

에 대해 참을성 없고 그로 인해 절망적으로 느끼기 쉽다. 그러나 당

신이 젊었을 때 지역적이나 세계적인 논점들을 인식하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당신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50년이 지난 후에 무엇을 성취할지 누가 알겠는가?

　정답: ⑤

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접받는다 ② 행동보다 말

이 더 쉽다.

③ 무소식이 희소식 ④ 모르는 게 약

⑤ 물이 돌을 뚫는다

젊었을 때 쉽게 실망하지 말고 시각을 넓혀 나가면 후에 무엇인

가 이룰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글이다.

lifetime: 평생 frustrated with: ～으로 좌절하여 delay: 지

연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global: 세계적인, 지구의

issue: 논쟁점 devotion: 헌신 bliss: 행복 wear away: (구

멍을) 뚫다

33. 20세기에는 과학 기술상의 많은 진보가 있었다. 과학자들은 사

람들을 우주와 심지어 달에까지 보냈다. 텔레비전,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다. 새로운 의학 치료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제공했다. 우

리는 기술로 인해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대단한 가능성을

똑같이 윤리적인 문제점들은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들

이 제기된다. 기술 발전에 윤리적인 한계가 있어야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결정해야 하는

가?

　정답: ④



technology의 발전이 똑같이 ethical problems를 만들어 냈다

는, 그래서 어디에 한계를 누가 두어야 할지 하는 질문으로 끝내고

있으므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profoundly: 매우, 몹시 trouble: 괴롭히다, 걱정시키다

ethical: 윤리적인 draw the line: 한계를 두다

34. 야구 경기 중에 나는 쉬운 공을 놓쳤다. 이것이 나를 매우 당황

케 했고 그래서 나는 뮐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다. 실망스럽게

도 상대팀은 3점을 얻었다. 경기가 끝난 후 코치가 내게 소리 쳤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머뭇거리며 “안 그럴게요. 그

렇게 쉬운 볼을 다시는 놓치지 앓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놓친다

고?” 코치가 소리쳤다. “너는 많은 공을 놓칠 거야. 그것은 문제가 안

돼. 네가 그 후에 뮐 했는가가 문제지. 네가 거기 서 있는 동안 상대

방이 몇 점이나 얻었니?"

　정답: ②

코치의 주문은 공을 놓쳤더라도 그 다음에 빠르게 대처하라는 것인

데, 선수는 쉬운 공을 놓쳐서 야단을 맞는지 알고 있었다.

miss: 놓치다 embarrassed: 당혹한 score: 득점하다 run:

득점 hesitatingly: 머뭇거리며 yell: 큰 소리를 치다

35. 우리가 언어를 쓰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항상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C)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하는 같은 단어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단어가 같은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다. (B) 반면에, 문어에서는

같은 단어는 언제나 같은 철자로 쓰여지므로 다른 단어는 인쇄물에서

쉽게 구별되어진다. (A) 이러한 차이점에 덧붙여 문어는 구어와는

문체에서 더 다를지도 모른다.

　정답: ⑤

언어를 쓰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제시문에 다음에

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진다. (C)에서는 for instance라는

연결어를 이용해 구어의 특징에 대해, (B)에서는 그와 다른 문어의

특징을 on the other hand라는 연결어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으며,

(A)에는 앞에서 언급한 this difference에 덧붙여 양자는 어떠하다

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C)-(B)-(A)의 순이 적당하다

written language: 문어(文語) spoken language: 구어(口

語) importantly: 중대하게 spell: (낱말을) 맞춤법에 따라 쓰

다 distinguish: 구별하다 print: 인쇄물 sound: ～으로 발음

되다, 소리나다

36. 세계 야생 동물 보호 재단은 1961년 이후로 여러 종의 동물을

구해 왔다. ‘호랑이 작전(Operation Tiger)’은 호랑이를 살리기 위

한 1972년의 캠페인이었다. 많은 나라가 호랑이 가죽을 사고 파는

일을 그만두었다. 해양 동물을 위한 또다른 캠페인에서는 재단이 멸

종의 위기에 처한 고래를 도왔다. 사람들은 분당 50에이커의 속도로

세계의 정글을 파괴했다.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몇몇 나라들은 그

들의 국립공원에 있는 고래나 바다표범을 보호하는 캠페인에 동참했

다.

　정답: ④

동물 보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정글 파괴의 내용이 나오는

④가 전체 흐름에 위배된다.

wildlife: 야생 동물 foundation: 재단 species: 종(種)

operation: 작전, 수술, 운행 marine: 바다의, 바다에 사는

extinction: 종식, 사멸 at a speed of:～한 속도로 join: 참가

하다 seal: 바다표범

37.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현금인 동전이나 지폐

를 생각한다. 현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른 가치 있는 물

건과 교환하기 위해 동전과 지폐를 사용한다. 동전의 크기와 모양은

나라마다 다르고, 지폐의 크기와 색깔도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어떤 동전은 사각형이다. 일본에서는 동전의 가운데에 구

멍이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지폐가 같은 크기, 같은 색이다. 오직

지폐에 적힌 글자만 다를 뿐이다.

　정답: ②

나라마다 사용하는 coin, paper money의 모양과 색이 다양하다

는 내용의 제시문이므로, 인도와 일본, 미국의 그것들의 예가 나오는

부분 앞에 들어가야 한다.

various: 다양한 vary: 차이가 있다 currency: 통화 bill:

지폐 exchange: 교환하다 square: 4각형의

38. Brigid Gill은 그녀의 작은 집에서 혼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한 시간쯤 늦고 있었다. 그는 겨우

9살이고 그녀의 유일한 자식이었다. 아들은 매우 거친 소년이었고 항

상 장난을 쳤다. 그녀는 아들이 들어오면 꾸짖으리라 중얼거렸다. 동

시에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모든 소리에 놀라서 급히 문으로 가,

이제는 저녁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구불구불해진 길을 내려다보았다.

　정답: ⑤

장난꾸러기 아들을 기다리면서 야단을 치리라 벼르고 있지만, 작은

소리에도 뛰어 나가 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초조한 심정이 담겨 있

는 글이다.

cottage: 시골집, 작은 집 mischief: 장난 scold: 꾸짖다

thump: (심장이) 두근거리다 rush: 갑자기 나아가다

winding: 꾸불꾸불한 dim: 어스레해지다

39. 몇 년 전에 내가 캔자스에 돌아왔을 때 나는 모교 대학에서 강연

을 했었다. 그것은 일반에게 개방된 것이었고, 나중에 한 노인이 내

게 다가와서 나의 처녀 때 이름이 Wemyss이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가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Robert Wemyss 밑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는 여기에 양목장을 가지고 계셨지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 때가

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순간이었다고 생각한

다. 나의 먼 옛날 가족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다. 나의 진정한 뿌리

는 거기에 있었다.

　정답: ③

 Robert Wemyss는 필자의 증조 할아버지이고, 우연히 만난 것

은 그 분을 아는 또다른 노인이었다.

give a talk: 이야기를 들려주다 open: 공개된 maiden: 처녀

의, 미혼의 ranch: 대목장



40. 최근에 콜롬비아는 수출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 작물은 커피지만 세계의 커피 수요가 정지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커피를 수출하기 시작해 가격이 떨어졌다. 마침내

콜롬비아 정부는 농부들에게 식량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장려했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커피를 덜 생산

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콜롬비아는 이제 10년 전보다 커피 수출

로는 더 적은 외화를 벌어들인다.

　정답: ④

① 세계의 커피 수요는 정지된 상태이다.

②, ③ 콜롬비아 정부가 곡물을 많이 생산하기를 권장했을 뿐이

다.

⑤ 다른 나라들의 커피 생산량이 증가한 결과로, 콜롬비아가 커피

생산량을 감소시켰을 뿐이다.

export: 수출품, 수출 crop: 농작물 self-sufficient: 자급자

족할 수 있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factor: 요인 cash:

현금

41. 그러나 10대가 됨에 따라 당신은 자신이 작은 아이였을 때 그랬

듯이 어른들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때때로 어른들

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점차 자기만의 생

각과 태도를 지닌 독특한 하나의 인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당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답: ⑤

점차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10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윗글

앞에는, 접속사 however로 보아 이와 반대되는 순종적인 유년기의

모습에 대한 글이 있었을 것이다.

teenager: 10대의 소년소녀 blindly: 맹목적으로

gradually: 점차 unique: 유일한, 독특한 lifestyle: 생활 양식

to put it another way: 달리 말하면

42. ‘인문법’이나 ‘자연법’이라고 사용되는 ‘법’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인문법은 원시 시대에는 변하지 않

는 것으로 여겨졌었으나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공동 사회가 의식적으

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인

문법이 특정 시대에 걸쳐 특정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규칙들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이란 용어는 또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연의 규칙성(일정불변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정답: ①

법(law)에는 인문법과 자연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문법에 대해

서술해 놓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자연스레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 이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인문법과 대조적인 규칙성

에 대한 자연법의 특징이 이어지는 것도 다음에 나올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term: 용어 phrase: 구, 어법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primitive: 원시의 regularity: 규칙, 일정불변

43. 나는 텔레비전 없는 생활을 거의 기억할 수 없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내 생애 중 20,000시간을 보냈다.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

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

렇고 게다가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광고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거대한 양의 공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TV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학자

가 우리 세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텔레비전이 아마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정답: ③

 TV와 그것이 필자 세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글이다.

barely: 거의 ～하지 않다(=scarcely) contemporary: 동시

대인 what's more: 게다가, 더욱이 commercial: 광고 방송

tremendous: 거대한 identical: 동일한 top: ～의 수위를 차

지하다

44.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상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사

패턴을 바꾼다. 그들은 음식이 자신들의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몸

무게를 줄이도록 돕거나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도록 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힘을 자신들에게 주는 과일과 야채를 선택한다. 그들은 아침

으로 빵과 곡류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고르고, 점심으로는 사

업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 샐러드를 선택한다. 그러나 낭만적인 저녁

을 위해서는 새우나 가재를 선택한다.

　정답: ⑤

첫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athletic: 운동 경기의, 강건한 lose weight: 체중이 줄다

fiber: 섬유질 appointment: 약속 shrimp: 새우 lobster:

바다가재

45.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자란다. 그들은 서

로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쓴다. 어떤

부부는 유럽을 여행하며 휴가를 보낼지도 모른다. 그들의 친구는 해

변의 오두막에서 두 주를 보내며 만족해 한다. 어떤 여자는 침실에

양탄자를 깔기 위해 생활비를 절약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이웃은 두

번째 차를 사기 위해 돈을 절약할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의 행동, 돈

을 쓰는 서로 다른 방식의 서로 다른 양상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

는다.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러한 다양성이라는 것을 믿

으면서 성장했다.

　정답: ①

seek: 찾다, 추구하다 household: 가족, 가구

46. 혼잡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우리가 혼잡하다고 더 느낄

수록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이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소음이나 조립 라인의 기계적

필요 조건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의 결과로 오는 심각한 건

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기 쉽다. 그러나 종사하는 일의 양이 반드시

스트레스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항공 교통 통제

관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을 장시간 계속하는 것이 하늘을 날고

있는 많은 비행기를 다룰 때 만큼, 적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다.



　정답: ①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반드시 일의 양에 비례하여 스

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effects of stress도 언급되

어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crowd: 붐비다 manufacture: (대규모로) 제작하다 pace:

보조를 맞추다 mechanical: 기계의, 기계적인 requirement:

요구(물), 필요 조건 assembly line: 조립 라인 stretch: 한 번

에 죽 계속되는 일 relatively: 상대적으로 handle: 조종하다

aircraft: 항공기 source: 근원 benefit: 이점 treatment:

치료 prevention: 예방

47.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며 삶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웅대한 계획은 재미있는 있지만, 이룰 수 없다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알기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성취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해라. 당신은 오직 그

것들을 성취하려고만 걱정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새로운 걱정만

생길 뿐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한 번에 한 단계씩 달성하려고

목적을 세워라. 인생은 귀중한 것이며 미래의 꿈에 매달리는 것뿐 아

니라 현재에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정답: ④

미래에 대한 계획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것으로 세워 하나씩 성

취하려고 노력하며 살라는 충고의 글이다.

away: 사라져, 없어져 grand: 웅대한 helpful: 도움이 되는

trigger: (일을) 일으키다, (방아쇠를 당겨서) 쏘다 a whole

host of: 많은 anxiety: 걱정, 불안 realistic: 현실적인 aim:

목표로 삼다 precious: 고귀한, 귀중한 hold on: 매달리다, 견디

다

48.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제기

하려는 질문은 더 날카로운 것이다.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 100년 정도 지

구상의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라는 희망에 어떤 사소한 편리함

을 기꺼이 포기할 사람이 우리들 중 얼마나 있겠는가? 만약 육식의

남용을 포기하거나 운전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에너지의 모든 사

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천 년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의 후손이 생존하는 데 어떤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겠는가?

　정답: ③

후세들이 지불할 생존 비용에 비해 우린 너무도 관심 없이 무분별

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조의 글이다. 필자는 후세를 위해 우

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라고 말하고 있다.

put a question: 질문하다 searching: 날카로운, 엄중한

care: 걱정하다, 관심을 가지다 extend: 확장하다 give up: 포

기하다 wasteful: 낭비하는, 비경제적인, 파괴적인 diet: 일상

의 음식물 abandon: 포기하다

[49～50] 많은 나라에서 인구 과밀의 도시들은 주요한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이것은 주로 농촌 지역으로부터의 다수의 사람들의 유입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생활에 불만족스럽게 되

었고, 더 나은 일과 보수를 바라며 도시로 왔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도 주택 부족, 위생 시설 및 실업의 악화와 같은 도시의 열악한 조건

들로 인해 빈곤, 질병, 범죄의 증가가 초래되었다.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농촌 지역에서의 삶을 더 매력적인 것으

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 머물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것은 농촌으로 가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제공함으

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의료, 교육 서비스와 같은 농촌의

편의 시설이 농촌 생활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촉발시키도록 향

상되어야 한다. 농촌에서의 삶의 개선은 두 배로 중요하다. 왜냐 하

면 도시 그 자체는 농촌 지역의 선행 발전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

문이다.

overcrowded: 지나치게 혼잡한 drift: 이동, 표류 rural: 시

골의 dissatisfied: 불만족스러운 traditional: 전통적인

unfortunately: 불행히도 urban: 도시의 worsen: 악화되다

sanitation: 공중 위생 (시설) unemployment: 실직, 실업률

bring about: 야기하다 lone-term: 장기의 incentive: 유인,

동기 facility: (편의) 시설 improve: 개선하다 foster: 촉진

하다, 조성하다, 돌보다 positive: 긍정적인 doubly: 두 배로

49.　정답: ⑤

도시의 인구 과밀의 배경 및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이다.

50. 　정답: ④

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