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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Economic growth is almost universally considered a worthwhile goal. Ecological conservation and 

cultural preservation are also accepted as important. These three large-scale systems are not inde-

pendent so one cannot focus on one goal while ignoring the other two. The ever-expanding web of 

glob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artly caused by the expanding human population, further links 

these three systems. In 1987,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was brought into common use by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Commission's report, Our Common Future, 

defined the term as a form of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embrac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often in different ways. The shared 

goal, however, i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long-term welfare of both humans and ecosystems. 

                              

-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독해연습』



<제시문 2>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

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

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그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잡아함경(雜阿含經)』

<제시문 3>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 전쟁인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동방 무역이 활발해지고, 도시와 상공

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으로 인해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과 호기

심이 더욱 증폭되면서 유럽인들은 유럽 대륙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눈을 돌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항로 개척에 앞장 선 나라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다.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

럼버스는 1492년 서인도제도에 도착했고,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는 1498년 인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새롭

게 발견한 신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노예와 물자를 수탈하며 신대륙을 점점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유럽

인들의 물질적 탐욕에 지적 호기심과 이성(과학)에 대한 맹신, 유럽 문명에 대한 우월주의가 더해지면서 신대

륙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기까지 유럽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은 그들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발견했다고 생각한 신대륙은 사실 많은 원주민들이 본래부터 

살아가고 있던 땅이었고, 자신들만의 문명을 발전시켜 가던 곳이었다.

 

- 『고등학교 고전』에서 재구성

[문제 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각각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입장에서 <제시문 3>에 드러난 유럽인들의 행위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