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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드디어, 지방직 시험이 끝났네요^^. 수고들 많으셨죠. 
이번 지방직 시험은 많이 평이했던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습니다. 어휘, 생

활영어, 문법, 독해 등 전 영역에 걸쳐 특별히 어려운 것을 내기 보다는 수험생들이 익히 

들어왔을 법한 내용이 출제되어,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묻고자 하신 듯 

합니다. 독해 영역에서 문장삽입(삶의 과정을 음미해야함), oasis trap와 자극에 노출된 것

의 효과를 다룬 빈칸완성 정도는 정답률이 낮을 듯합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는 편히 쉬고, 
내일부터 진짜 마무리를 향해 건강하게 정진하시길! 

<해설>
1. ④

;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둘은 서로 다른(disparate) 문화이다. 

 

2. ③

; allergic한 사람에게는 불리한(adverse) 효과를 가질 것이다. 

 

3. ③

;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는 특별한 옷을 입고(put on)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연하다’를 

put on something으로 표현한다. 

 

4. ①

; would rather A than B의 병렬구조에 맞게 going을 go로 바꿔야 한다. 

 

5. ②

; no more than은 주어가 than 이하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말이라서 

than 이하에 not을 중복하지 않는다. 

 

6. ③

; 첫 문장(지구온난화)과 마지막 문장(빙하가 녹고, 강수량이 달라지고, 동물이 이주하고)이 

둘 다 온난화의 진행을 말하고 있다. 

 

7. ④

; 첫 문장에서 profit이라는 단어에 confusion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 문장에서 either bias

가 나오므로, 긍정과 부정의 편향을 지적한 것이다. 결론은 이윤과 인간능력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므로, bias를 polarized로 표현한 ④가 정답이다. 

 

8. ④

; 첫 문장에서 전기차가 좋지만 매력적이지 않다고 했고, 글의 마지막에서 be put on hold, 



laying off employees 등이 나오므로 전기차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suspend는 

hold와 마찬가지로 중지하다를 뜻하므로 답은 ④이다. 

 

9. ③

; 첫 문장에서 콜라비의 모양은 이상하다. 두 번째 문장에서 맛은 좋다. 여기까지 읽고, 선

택항을 본다. ①은 옳다, ②는 아마 옳을 것이다. ③ good for you와 다른 내용으로 보이므

로 가답으로 정해둔다. ④는 확인해 봐야한다. 글의 중간 쯤 high in antioxidants라는 말과 

kohlrabi is no exception이 있으므로 답은 분명해진다. 

 

10. ④

; 빈칸 앞에는 이 결과들이 여러 자극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글의 첫 부분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일본 활자에 노출시켰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내용이

다. 선택항 ①의 extensive exposure, ②의 duration, ③의 impossible이 틀리다. ②가 틀린 

이유는 robust results를 낳은 것은 duration이 아니고 exposure이기 때문이다. 

 

11. ③

; account for sth은 ‘~에 대해 설명하다’나 ‘~만큼의 숫자를 차지한다’를 뜻한다. 

 

12. ④

; 마지막 문장에서 “that says”라고 했으므로, that의 내용을 알기 위해 글의 중간부터 읽는

다. autism이 있는 아들을 데리고 2년간 여행을 하며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훌륭한 분이므

로 답은 ④이다. strict와 stern은 엄격하고 근엄한 것을 뜻하는데, 본문에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 

 

13. ④

; 남대문시장을 찾는 사람에게 Mira가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①의 take a bus, ②

의 위치와 상관없음, ③ 이제와 모른다고 할 리가... 이런 면들에서 틀리고 ④가 적당하다. 

 

14. ④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였다. 

 

15. ②

; ① like Ving or Ving로 대구를 맞춰야 한다. 

② suggest Ving를 옳게 썼다. 

③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the dancer를 형용사절에서 her로 중복하면 안 된다. 

④ 과거와 다른 것을 가정할 때는 If she had taken으로 써야한다. 

 

16. ①① cannot afford toV를 적절하게 표현했다. 

② be used to Ving를 써야지 ‘~에 익숙해있다’를 표현할 수 있다. 

③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로 받아야 하므로 are를 is로 바꾸어야 한다. 

④ 부가의문문(isn’t he)가 틀렸다. ‘빌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다시 묻는 것이라면 suppose



를 do동사로 받아서 doesn’t he?라고 해야 한다. 

 

17. ③

; 첫 문장은 암과의 전쟁에 진행이 잇다는 것. ① 1900년대에는 거의 희망 없음, ② 현재는 

10중 4는 생존. ③ 흡연이 문제. ④ 전쟁은 진행 중. 암과 의학발전을 말하는 중에 흡연이 

부적절하게 끼어들어 있다. 

 

18. ①

; 주어진 문장의 요점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문장이 

but으로 시작하므로, 이 문장 앞에는 ‘하나만 해결되면 끝인 양 생각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

고, 이 문장 뒤에는 another problem과 연결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 글의 첫 문장은 단순히 해결될 문제들의 연속으로만 삶을 보는 태도를 비판한다. 두 번째 

문장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그게 끝인 양 행복해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

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애물, 다른 산이 있으므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을 한 사람 이야기 다음은 ①

에 제시문을 넣어야 한다. 

 

19. ②

; 글쓴이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찾으며 읽다보면 Jane을 만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고 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20. ①

; ‘oasis trap’이라 불리는 ‘아는 곳에 안전하게 있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

하지 못한다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아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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