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민이 있어요 1
안녕하세요, 오 박사님. 우연히 박사님의 블로그를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제게
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저는 21살 학생 정태환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시험을 망쳐서 재수를 선택했어
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다시 봤는데 지난번보다 점수가 더 나빠졌어요.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지
만 그것보다도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더 고민이에요.
가족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어쩌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시험
준비를 하느라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받은 낮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면 평생 후회가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취직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능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할
까요, 아니면 이번에 적당한 대학을 찾아봐야 할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민이 많았겠군요. 요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겨주신 글에는 태환 씨가 하고 싶은 일,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무엇인지 전혀 안 나
와 있군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없는 건 아닌가요? 아마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
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태환 씨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부모님의 의견이나 한국 사회에서
뭘 원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대학에 가는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적에 맞춰 아무 대학에나 가자는 마음
이라면 지지하고 싶지 않군요. 중요한 것은 태환 씨가 확신을 갖고 선택한 후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① 책임

② 조언

2.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① 포기하지

③ 후회

④ 선택

말고 끝까지 해 보세요.
② 고민하지

3. 제 가족하고 관계있는 일이다 보니까
① 구체적으로

을/를 많이 들어 보세요.

② 근본적으로

③ 의논하지

④ 지지하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③ 현실적으로

④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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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태환 씨는 왜 이 글을 썼습니까?
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②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싶어서

③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해서

④ 대학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2. 태환 씨는 _______________________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① 재수를 할지 말지

② 어느 대학교에 가야 할지

③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④ 취직하기에 좋은 전공이 무엇인지

3. 태환 씨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올해 수능을 처음 봤다
② 오 박사와 친한 사이다
③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④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한다
4. 오 박사는 태환 씨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공부를 너무 못한다.
②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③ 생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④ 자신만의 계획이나 목표가 없다.
5. 오 박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재수를 권했다
② 좋은 대학교를 소개했다
③ 태환 씨의 결정을 지지했다
④ 대학 진학이 낫다고 생각한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재수

맞추다

태환 씨는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다. 올해
점수가 안 좋았다. 그래서 그 점수에

도전하다

망치다

를 했는데 수능을

어서/아서/여서

어서/아서/여서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을지/ㄹ지 고민하는 것이다. 태환 씨는 오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오 박사는 태환 씨가 진심으
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다. 그리고 주위의 의견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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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②

2.①

3.④

내용 이해
1.③

2.①

3.③

4.④

5.④

요약
재수, 망쳐서, 맞춰서, 도전할지

©OhMyKore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