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방직 해설 -- A책형  

       공단기 손진숙 강사  

 

1. 정답 ○4   

두 개의 문화는 극도로 이질적이라서 (disparate) 그녀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overlapped 겹치는  equivalent 동등한, 등가의  associative 연합의  disparate 이질적인   

 

2. 정답 ○3   

페니실린은 그것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역효과(adverse effect) 를 줄 수 있다.  

affirmative 긍정의  aloof 냉담한  adverse 부정적인, 불리한  allusive 암시적인  

 

3. 정답 ○3   

작년에, 나는 예술 행사를 올리는 것을 맡았던 스태프들과 이 공연을 할 수 있는(put on events) 멋진 기회를 가

졌다. 

turn into ~로 되다  do without ~ 없이 지내다   put on 입다, 무대에 올리다  give up 포기하다  

 

4. 정답 ○1   

① would rather A than B의 조동사 관용구에서 A,B는 모두 동사원형을 써야 하므로, than go ~가 되어야 한

다. ‘B보다 A하는 게 더 낫다’의 의미이다.  

② be willing to 는 ‘-기꺼이 하다’, be unwilling to 는 ‘-하는 것을 꺼리다’는 의미이며, interfere in 은 ‘-에 

개입하다’ 는 의미가 된다.  

③ it’s no use –ing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며, you have no control over the events로 over 

which가 적절하다.  

④ so- that 구문이며, spare ones 는 spare keys를 의미한다.  

 

5. 정답 ○2   

① talk somebody into – 는 ‘~를 설득해서 –하게 하다’는 의미이며, talk somebody out of –는 ‘~를 설득해

서 –못 하게 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적절한 영작이다.  

② A 동사 no more B than C 의 구문으로 ‘C처럼 A도 B 아니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I know no more 

than you know (do) about her mother이 되어야 한다.  

③ A outnumber B (A가 B보다 많다)에서 B가 주어가 되면서 수동태가 되었다. 따라서, B가 더 적다’ 는 의

미가 되어, ‘열세’라고 해석된다. two to one은 ‘2대 1’ 로 해석한다.  

④ a/an은 ‘the same’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of an age는 ‘같은 나이’, of a mind는 ‘같은 생각’으로 해

석이 된다.  

 

6. 정답 ○3   

지구가 뜨거워 지고 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곳에서. 전지국적으로, 수은이 화씨 1

도 이상 이미 올라갔으며, 온도에 민감한 극 지역에서는 더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상승하는 기온의 영향은 먼 

미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징조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놀랍다. 

열기는 빙하와 바다 해빙을 녹일 뿐만 아니라, 강수량의 패턴도 바꾸어 놓고, 동물들이 이주하도록 만들고 있다.  

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 

② 북극의 만년설이 녹음 

③ 지구 온난화의 많아지고 있는 징조들 

④ 기온 상승의 긍정적 영향  



 해설  지구 온난화의 여러 가지 징조들(signs)가 제시된 글이다.  

 

7. 정답 ○4   

profit이라는 단어만큼 그렇게 많은 미묘한 넌센스와 혼동으로 오염된 단어가 거의 없다. 나의 진보적인 친구들에

게 그 단어는 근본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행동에서 나온 수익이다: 최소한으로 말하면, 탐욕과 이기

심; 최대한으로 말하면 수백만명의 무력한 희생자들을 몹시 가혹하게 배반한 것이다. Profit은 가장 믿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나의 보수적인 친구들에게, 그것은 최고의 애정을 담은 용어이다. 효율성과 분별력을 

함축하는. 그들에게, profit은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인센티브이다. 두 개의 함축적 의미 모두, 물론, 약

간의 장점은 있다, 이윤은 탐욕,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편향성으로부터의 과도한 일반화는 이윤과 인간의 능숙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

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① 이윤과 정당의 관계  

② 이윤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가 

③ 왜 이윤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④ 이윤에 대한 양극화된 인식  

 

해설   liberal 한 친구들과 conservative한 친구들이 profit에 대한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 쪽에 치우친 과도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polarized(양극화된) 

이윤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절하다.  

 

8. 정답 ○4   

전기차는 항상 환경친화적이고, 조용하고 안전하지만 섹시하지는 않다. Sesta Speedking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120,000 달러에 팔리며, 최대 125mp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배터리 충전식의 스포츠카인, Speedking은 

처음 발표된 이래로 깨끗한 기술을 열망하는 무리들을 흥분시켰다. 일부 헐리우드의 유명인들도 Speedking을 사

기 위한 대기자 명단에 합류했다ㅣ Wired와 같은 잡지들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수년의 차질과 대대적인 

개혁을 거쳐서, Sesta Speeking가 올해 고객들에게 배달되었다. 논평들은 열광했지만, Sesta Motors는 재정 위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적절한 가격의 전기 세단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중단되었으며, Sesta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그러나 Speedking이 비록 반짝 인기로 판명이 되더라고, 흥분되는 전기 라이드였다.  

① Speedking는 새로운 세간이다. -> sports car 이다.  

② Speedking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 review가 ecstatic(열광적) 이었다.  

③ Sesta 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 lay off(해고) 하고 있다.  

④ Sesta 는 신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 electric sedan 개발 계획을 put on hold(일지 중단) 시켰다.  

 

9. 정답 ○3   

 콜라비는 생김새와 이름이 이상하여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채소 중 하나다 그러나, 콜라비는 맛있고 다채롭게 

사용되며 건강에도 좋다. 콜라비는 브로콜리나 양배추처럼 배추속에 속한다. 배추과 식물은 항산화제가 많으며 

콜라비 또한 그러하다. 게다가, 콜라비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B, 질소와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C 가 

풍부하다. 콜라비는 날것으로도 먹을 수 있다; 얇게 썰어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있다. 또한 오븐에 넣어서 

덩어리로 구워 먹거나 스프의 재료로도 이용한다.    

해설 

다른 배추속 식물들은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콜라비도 예외는 아니다고 본문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다른 배추속 

식물들이 황산화제가 적다고 설명된 ③은 틀렸다.  

 

10. 정답 ○4   



초기 미량의 노출효과의 초기 증거로 일본어로부터 알파벳의 노출에 대한 실험을 참여자에게 시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일본오 (히나가라)는 그림처럼 생겨서 표의문자로 불린다. 실험에서, 각 자모에 대한 노출 

정도를 의도적으로 1000 분의 3 초만큼 짧게 유지했다. 짧은 노출 기간에 -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은 자극을 감지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실험의 참여자들이 표의문자를 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이 두 

세트의 자모가 보여졌을 때, 비록 그것들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그 자모를 접한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모보다 훨씬 더 호감을 표시했다.  이 결과는 수 많은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자극에 

걸쳐서 반복되었고(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확실하다. 단순한 노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① 우리는 방대한 노출을 통해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  

② 지속 기간이 전반적인 연구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 

③ 짧은 기간 동안 자극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사람들은 익숙한 자극에 더 호감을 가진다    

 

해설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간다. 실험이 나오면 과정보다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one to which they had been previously exposed 에 대한 greater liking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익숙한 것(familiar)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이다.  

 

11. 정답 ○3   

심리학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성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트를 사용했다.  

스낵이 청소년들 사이의 에너지 섭취의 25에서 30 %를 차지한다.  

carry on 계속하다  figure out 알아내다  account for 설명하다, (비중을) 차지하다  depend upon 의존하다, ~에 

달려 있다 

 

12. 정답 ○4    

해석  너의 집에 너를 만나러 처음 방문했을 때 너의 아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방문하기 

전에 그(너의 아빠)는 나의 신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다. 나의 무거운 휠체어에 대해서 알자마자, 그

는 어떻게 앞문에 램프를 세울까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너의 집에 간 첫 날에,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든 

램프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중에, 너의 아빠가 너의 남동생의 자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만약 샘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면, 나는 일을 몇 년 쉬고 우리는 전 세계를 항해를 할 거

야. 가는 그 2년 동안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거야. “ 그것이 너의 아빠의 인경의 모든 것을 말해준

다.  

① 엄격하고 근엄한  

② 재미있고 웃긴  

③ 게으르고 태평한  

④ 사려 깊고 생각이 깊은  

 

해설   장애인인 필자와 자폐증을 가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배려와 사려깊음을 보여 준다는 것을 쉽게파악할 

수 있다.    

 

13. 정답 ○4   

J : 실례합다만, 남대문 시장에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M: 물론이죠, 앞으로 쭉 가서 저기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J : 네. 거기 남대문 시장이 있나요?  

M:                            

① 맞아요. 거기서 시장에 가는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② 전통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③ 잘 모릅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물어 보세요.  

④ 아니요. 거기서 두 블록 더 내려가셔야 해요.  

 

14. ○4   

○1  A: 이번 주에 나랑 저녁 먹을래? 

B: 좋아, 근데 무슨 (좋은) 일 있어? 

○2  A: 언제 야구 보러 가는 게 어때? 

B: 물론이지. 언제가 좋을지 말만 해.   

○3  A: 여가 시간에는 뭐해? 

B: 그냥 집에서 쉬어. 가끔 TV도 보고.  

○4  A: 도와줄까? 

B: 응,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좋겠다.  

해설 ○4  Could I help you~?는 ‘내가 도와줄까’라는 의미이며, I would like to 는 ‘내가 하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어

색하다. That would be nice만 있으면 적절한 대답이다. 혹은, I appreciate it. / That’s very kind of you와 같이 답

을 하면 된다.  

 

15. 정답 ○2   

① whether you like swimming or walking이 되어야 A or B의 병렬구조가 이루어진다.  

② suggest 는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하는 동사로 적절하다.  

③ that I told you about her이 the dancer를 수식하고 있는데, 선행사 the dancer가 her이며, 관계사 that이 

접속사와 대명사 her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her은 생략되어야 한다.  

④ 혼합 가정법 구문이므로, if she had taken ~, she would be better today. 가 되어야 한다.  

 

16. ○1   

① afford to V 가 적절하다.  

② be used to –ing가 되어야 한다.  

③ 주어가 the number이므로 동사는 are growing이 아니라 is growing이 되어야 한다.  

④ 부가의문문을 묻는 문제이다. 주절에서 suppose라는 일반동사의 긍정형을 쓰고 있으므로, do의 부정표현

을 써서, doesn’t he가 되어야 한다.  

 

17. 정답 ○3   

 암과 대항하는 과정은 점차 발전되고 있다. ①초기 1900 년대, 암환자는 장기적인 생존의 희망이 거의 없었다. ②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현재 10 명의 암 환자 중 4 명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③연기는 폐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④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암의 일부가 치료 

가능하더라도 암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해설  

이 문단은 암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치료 발전 과정과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기③은 연기와 폐암의 

영향으로   전체의 통일성을 살펴 볼 때 ③은 적절치 않다 .   

 

18. 정답 ○1   

사실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후 또 다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인생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연속이라 생각한다.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면 할 수록  더 빨리 



행복해 질 수 있다. (   ①   ) 그리고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도사리고 

있으며  넘어야 될 산은 항상 존재한다. (   ②    ) 그것이 목적지가 아닌 과정을 즐겨야 하는 이유다. (   ③   )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며, 더 이상의 도전이 없는 장소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 (   ④   )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데 너무 집중하여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을 

즐기지 못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좋다고 했지만, 현실은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문장은 ○1  에 들어간다. 

○1  다음에 나오는 that obstacle 은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another problem 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끝이 없게 이어지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재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글의 

주제가 된다.   

 

19. 정답 ○2   

여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____________________ 두려워했다.  

나는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커다란 발걸음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공포였기에 매우 저항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첫 번째 영화를 찍을 때 제인을 만났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켄터키 출신의 

제인은 그 때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로 알아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으며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용기를 내는 데 하루가 걸렸다. 바로 그때 분장사가 우리 둘의 사진을 찍었다. 약 2 년 

전, 그는 "이 사람이 너가 데이트 신청한 시골 여자야"라고 말하며 그것을 (둘의 사진) 나에게 보내왔다. 그는 그 

"시골여자" 가 나의 아내가 된 줄 몰랐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해설  제인이라는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인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한 상태이므로, 그것은 marriage 라고 추론할 수 있다.   

 

 

20. 정답 ○2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어려움들 중 잘 알려진 것 하나는 인지 심리학자인 David Perkins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

아시스의 덫’이라는 용어이다. 지식은 풍요로운 발견의 ‘오아시스’에만 집중되게 되며, 여전히 생산적이고 물이 풍

부한 지역을 떠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를 고수한다. 그것이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중국에서 지식의 중심들 사이의 엄청난 거리와 멀리 

있는 지식의 중심이 알고 보니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탐험을 좌절시켰다.    

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② 발견되지 않은 세계  

③ 그들의 꿈과 상상력  

④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해설 오아시스에만 안주하려 하고, 오아시스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므로,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아닌 

새로운 것을 탐험하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오아시스’에 해당되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