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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드디어 2016년 큰 시험 셋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던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시험은 강수정영어가 늘 주장했던 대로 중간 정도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에 좋게 나왔습니다. 국가직, 지방직에 이어 서울시까지도 지나치게 어려

운 어휘나 문법을 묻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 생활에 유용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묻는 것이 

참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Power Word의 표제어가 2016년 국가직에서 만큼 대거 출제되어, 우

리 책의 500단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

음으로 한 해의 큰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날 절제하고 실력을 키우는 성실한 노력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올

해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것대로 무척 축하합니다. 하지만, 내년을 바라보며 새로 시작하셔

야 한다면 그것 또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항상 

좋은 날 만듭시다^^. 

 해설 

 

1 [어휘: 중] 정답: 3

; rebellious는 ‘반란’을 뜻하는 rebellion의 형용사형이다. 따라서, ‘반항하는’을 뜻하고, 복

종(obey)하지 않는(dis=not)을 뜻하는 disobedient가 정답이다. 

 



2. [어휘: 상] 정답: 1

; prodigal은 '앞으로(pro=forward) 확~ 움직이는(ig=act)'으로 구성된 단어로 ‘방탕한’을 뜻

한다.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a wealthy family를 근거로 답을 찾아야 한다. 선택항의 

perjury 위증, unstable 불안정한, pernicious 해로운 등은 적당하지 않고, lavish ‘풍족한, 

아낌없는’이 가장 가깝니다. lavish는 ‘물을 확~ 퍼붓듯(lav=wash)’ 아낌없이 쓰는 것을 말

한다. 

 

3. [어휘: 상] 정답: 1

; re-는 ‘다시’, surge-는 ‘일어남’을 뜻해서, resurgence는 ‘부흥, 되살아남’을 뜻하므로 정

답은 comeback이다. 맥락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접두사 re-의 뜻을 back으로 연결

하면 단어를 몰라도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4. [문법: 하] 정답 1

; ‘~들의 수’를 뜻할 때는 the number of, ‘어떤 수의, 많은 ~들’을 말할 때는 a number 

of를 쓴다는 것은 가장 자주 출제되는 30가지 포인트를 꼽으면 그 안에 들 것이다. 의미상 

‘많은 한국인들’이 필요하므로, the number of를 a number of로 바꾸어야 한다. 

 

5. [문법: 중] 정답 3

; 3에서 내 머리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을 말하므로, to stick을 수동태를 표현하는 stuck으

로 바꿔야 한다. 

 

6. [문법: 중] 정답 1

; 사고방식들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두 개를 or로 연결하고 있다. that lead와 병렬적으로 연

결되게끔 that generate을 써야한다. 

 

7. [문법: 중] 정답 4



; it ~ that 분리강조구문으로 when부사절을 강조한 문장이다. 강조할 내용 뒤에 that을 써

야하고, 앞서 말한 Democrats 등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아니므로, who와 관련한 접속사

를 쓸 수 없다. 

 

8. [어휘: 하] 정답 2

; 역접사인 however로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 앞 문장의 핵심은 live together

이므로, 뒤 문장에는 그와 반대인 solitary (sol-=alone, 혼자사는)을 넣어야 한다. 

 

9. [어휘: 중] 정답: 1

; 인터넷 사용 때문에 단어의 스펠링이 변화하는 것이 글의 내용이다. 원래 rhubarb가 맞지

만, rubarb도 받아들여질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 맥락상 적당하다. 

 

10. [독해: 상] 정답: 4

; 징기스 칸에 대한 평판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글의 주제이

다. ‘worse than the reality’라고 했으므로, 지금의 평가는 ‘나쁜 것’이다. Genghis Khan이 

‘징기스 칸’인 줄 알았으면 바로 답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본문을 힘겹게 읽고 

cruelty와 frightening을 근거로 답을 했을 문제이다. 

 

11. [독해: 하] 정답: 2

; When fact memories부터 읽으면, 장기기억이 글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칸 다

음에 새 친구 Joe를 예로 들므로 답을 찾기는 쉬웠다. 

 

12. [독해: 중] 정답: 4

; 문장을 시작하는 as incredible as it sounds를 활용하면, 이 글이 믿기 어려운 신기한 내

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의 주인공은 곤충이고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



신을 ‘희생(sacrifice)’한다면 가장 incredible한 일일 것이다. 아래 전투상황이 묘사되고, 

lethal(치명적인)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13. [독해: 중] 정답: 2

; E-waste는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다. 첫 문장에서 E-waste의 규모

(scale)이 크다는 주제를 확인하자. 두 번째 문장에서 컴퓨터 기기가 단 몇 년 만에 쓰레기

가 된다는 말이 필요하므로, ‘더 이상 쓰이지 않는’을 뜻하는 obsolete을 답으로 넣어야 한

다. discard는 ‘폐기하다’를 뜻한다.

 

14. [어휘: 중] 정답: 3

; In any given year부터 읽으면, 그렇게 작은 증가가 대단하지 않아보이겠지만, 20년 축적

되면 상당하다는 내용이다. substantial의 반대말인 imperceptible(인지(perceive) 되지

(ible) 않는(im))이 답이다. 

 

15. [독해: 중] 정답: 3

; It is likely that부터 읽으면, 범죄의 대부분이 외부인에 의해 ______된다는 말을 넣어야 

한다. 그 다음 바티칸의 경찰력을 말하고, 감옥 없음, 재판 전 구치소만 있음.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이태리 법정에 의해 판결됨으로 내용이 흘러간다. 이 글은 바티칸의 사법제도를 

관광안내 수준으로 가볍게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첫 빈칸에는 ‘외부인에 의해 저질러진다

(committed)’, 두 번째 빈칸에는 ‘이태리 법정에 의해 판결된다(tried)’가 적당하다. 

 

16. [독해: 중] 정답: 1

; 일반상대성이론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가설이 시간의 검증을 버텼다는 말이 어울리므

로 첫 번째 비난에는 withstood를 써야하고, 역접사인 despite 뒤에는 결함(faults)을 발견

하려는 시도들이 나와야 한다. 

 

17. [독해: 중] 정답 3



; Casa Heiwa라는 아파트를 소개하는데, 특히 학습(learn)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선택항의 

1번은 교육부에 성명서를 쓸 내용이며, 2번은 교육 이야기가 없다, 3번은 programs에 교육 

이야기가 있고, 4번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면 재태크나 저축 방법을 설명해야할 듯하

다. 두 번째 문장에 바로 many programs가 나오므로 답은 3으로 정해진다. 

 

18. [독해: 중] 정답: 4

; ㄴ은 격리법과 흑인이 버스 뒤에 앉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ㄹ은 1965년 12월 1

일로 시작하므로, 첫 문장은 ㄹ이 적당하다. ㄹ에서 로자 파크가 퇴근하는 상황, ㄴ에서 격

리법 때문에 뒤로 가야하는 상황, ㄷ에서 그 대신(instead) 반항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 상

황, ㄱ에서 체포된 상황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다. 

 

19. [독해: 하] 정답: 3

; TV에서 본 대로 선행을 한 사람의 이야기이므로 ‘감동적인’을 뜻하는 touching이 답이다. 

 

20. [독해: 중] 정답: 2

; 글의 중간쯤에 있는 The moon is almost a부터 읽으면, 달이 완전 동그랗다고 하고, 천

체가 빨리 돌수록 가운데는 불룩하고 가장자리는 납작해진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

항의 요점을 보자. 1은 ‘돌아가는 물체’ 일반에 대해 설명하므로 빼고, 2는 달이 느리게 돌

아서 동그랗다고 하므로 적당하다. 3은 달의 지름이야기를 하므로 빼고, 4는 달의 둥근 모

양을 밀도와 중력과 연결시키는데,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회전속도와 상관이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글의 첫 문장을 보면, 이 글의 주제는 달과 지구의 차이이다. 생명체의 유

무, 크기, 그리고 둥근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글의 중간 이후는 둥근 정도의 차이를 자세

히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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