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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부고시 학원 이충권 교수 입니다. 

 

 이번 서울시 영어 시험은 9급 7급 모두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평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이 끝나고 총평을 쓸 때 했던 말이지만 특히 이번 시험은 문단의 

논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모르면 손도 댈 수 없는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평을 하자면 어휘문제는 동의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쉽

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법 문제는 동작의 방향(능동/수동), 수의 일치, 강조 용법, 

접속사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문제는 기본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

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문법적 개념은 물론이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 구문과 함께 해석위주로 공부 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총평을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 독해문제는 상대적으로 빈칸추론 문제가 많았는데, 빈칸은 중심내용

과 관련이 있고 빈칸의 앞뒤 문장에 실마리가 있다 라는 개념과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

고 있으면 답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문에 예시, 추가, 

대조, 환언, 인과 등 빈칸을 뒷받침하는 실마리들이 많이 나와 답을 추론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목적, 분위기, 상황 같은 문제는 후반부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가장 낮은 난이도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인한 다소 높은 난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제 분석은 해설강의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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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석: 거리들 밖에는 소매치기들이 가득하다. 당신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설: 거리에 소매치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봐서 주의를 당부하는 ③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

 다.  

단어: swarm 가득 차다 pickpocket 소매치기 

 

2.  

정답: ② 

해석: 이주 노동자들은 낮은 출생률을 가진 부국(가진 돈이 더 많은 나라)들 안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반면 난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혹한 정치적 또는 환경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근접해 있거나 먼 외국 나라들로 도망간다.  

해석: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이며, 외국나라들로 도망가는 것은 난민

 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②이다.  

단어: birthrate 출생률 flee 도피하다 adjacent 인접한, 이웃의 escape 달아나다, 탈출하다 

 harsh 가혹한, 냉혹한 political 정치적인, 정치와 관련된 environmental 환경의, 환경과 관

 련된 unpaid 무보수의, 무급의 expatriate 국외 거주자 migrant 이주자 refugee 난민, 망

 명자 immigrant 이민자, 이주민 innovator 혁신자; 도입자 

 

3.  

정답: ② 

해석: 동부 섬의 인구는 지금 대략 5000이다, 그것은 거의 20년 전보다 두 배에 달한다.  

해설: double + the + 명사 -‘두 배의 명사’  

 what = the thing(s) which V[S + V]  

 콤마를 중심으로 double what it was (=double the thing which it was)가 around 5000과 

 동격을 이룬 문장이다. ex) That's double what it was last year. - '그것은 작년보다 두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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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population 인구, 주민 nearly 거의 double 두 배의 

 

4.  

정답: ① 

해석: 삶, 안전, 그리고 기술적이나 산업적인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같은 규제들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 경쟁과 창조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불합리적인 규정들은 검사되어야 한다. 

해설: 기술적이나 산업적인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규제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내용 다음에 대조 연결사 However가 나온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 경쟁과 창조적인 사업을 ‘방해한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단어: regulation 규정 aim at ~을 겨냥하다[노리다] technological 기술적인 industrial산업[공업]

 의 efficiency 능률; 효과적인 작용 maintain 유지[지속]하다 irrational 불합리한 creativity 

 창조성, 창조력 overhaul ~을 철저히 점검하다 hamper 저지하다, 방해하다 embroider ~

 에 수를 놓다, 꾸미다 embracing 받아들이다[포용하다] manifest 나타나다, 분명하게 하다   

 

5.  

정답: ④ 

해석: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과 개념들을 참작하지 못하는 현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

 연히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해설: take it for granted that S + V - ‘S가 V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구문이다. despite

 라는 대조를 나타내는 전치사 뒤에 무능함을 나타내는 글이 나온 것으로 보아 빈칸이 담

 긴 문장에는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당연하게’생

 각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단어: take it for granted that 당연히 ~일 것이라고 믿다 identify 확인하다, 밝히다 tackle 다루

 다, 착수하다 despite ~임에도 불구하고 current 현재의 inability 무능, 불능 perplexed 어

 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한 relieved 안심한, 안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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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답: ④ 

해석: England라는 이름은 409년 로마인들의 마지막 철수 후에 5세기 저지 영국에 군주국을 

 세운 게르만 부족들 중 하나인 앵글족으로부터 유래된다. 

해설: ① 붕괴 ② 침입, 침략 ③ 항복, 포기 ④ 후퇴 

단어: be derived from ~에서 나오다[파생되다] Germanic tribe 게르만족 establish 설립하다, 수

 립하다 monarchy 군주국 lowland 저지대 withdrawal 물러나기, 퇴진  

 

7.  

정답: ② 

해석: 이 책들 중 일부는 보기에 하찮고 경박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한편으로는, 진지하

 며 예언적이고 도의적이고 권고적이었다. 

해설: ① 저주의 ② 권고적인 ③ 본보기의, 전형적인 ④ 화[신경질]나게 하는 

단어: frivolous 시시한, 하찮은 facetious 농담의, 익살맞은, 우스운 prophetic 예언적인, 예언의 

 moral 도덕의, 윤리의 hortatory 충고의, 장려의  

 

8.  

정답: ① 

해석: 그 유명한 여성 사업가는 자신이 하위 중간 계급에 대한 선입견들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고 생각한다. 

해설: ① 버리다, 포기하다 ② 빗나가다, 벗어나다 ③ 비난하다, 비판하다 ④ 부정하다, 부인하

 다 

단어: distinguished 저명한, 뛰어난 unable ~할 수 없는, ~할 능력이 없는 jettison 내던지다, 

 버리다 lower-middle-class 하층 중산계급 prejudice 편견, 선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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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답: ③ 

해석: ① 영양사들은 모든 사람이 하루에 3인분에서 5인분의 야채를 먹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그들의 인권기록은 다른 학대들이 그 나라에 일어나면서 가장 최악으로 남겨져 있었

 다. 

 ③ 그가 어떤 다른 사람들 보다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 더 수용적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

 져 왔다. 

 ④ 그는 음악가들이 무료로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해설: [비교급 + than + any other + 단수명사]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③에서 than any 

 other 다음 men을 man으로 고쳐야 한다.  

단어: nutritionist 영양학자 widely 널리 receptive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10.  

정답: ③ 

해석: ① 이전 수상자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아마추어도 이 경연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마지막 남은 케이크 한 조각과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이 있습니다. 

 ③ 그 나라의 훌륭한 해결방안들 때문에 그들은 그 이슈에 대해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 

 ④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생물학을 공부했다면 좋을 텐데. 

해설: 주어인 the country’s solutions가 복수명사이므로 동사는 was가 아닌 were이 되어야 한다. 

단어: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international 국제적인 attention 관심, 주목, 주의 biology생

 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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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④ 

해석: 오후에, 그가 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켰다. 본래 그는 말수가 적어서  

 연주를 하는 동안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의 바이올린을 매우 좋아했을 것이다. 

해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because로 그가 연주를 하는 동안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의 바이

 올린을 매우 좋아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④가 들어가는 것

 이 올바르다. 

단어: by nature 본래, 선천적으로 talkative 말이 많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affectionate 다정

 한 intolerant 편협한, 완고한 taciturn 과묵한 

 

12.  

정답: ① 

해석: 인간들은 동물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수화 때문이 아닌 적응성 때

 문이다. 일부 동물들은 일찍이 발굽이나 아가미와 같은 전문적인 장비를 발달시켰다. 그

 러나, 발굽은 손으로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막았고 아가미는 육지 생활을 불가

 능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특수화는 종종 적응성의 상실을 수반해왔다. 

해설: 빈칸은 앞뒤 내용에 실마리가 있다. 특히 빈칸이 맨 마지막 줄에 있을 경우 첫 문장에 

 답이 있을 경우가 높은데, 인간이 동물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특수화 때문

 이 아닌 적응성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특수화와 적응성은 반비례적인 성격을 띄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수화될수록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적응성의 상실’이 와야한다. 또한 빈칸 앞에 동물들의 예를 들어 발굽과 아가미가 손으

 로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육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적응을 하지 못

 하게 막는다’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단어: achieve 성취하다 preeminence 탁월, 출중, 우위 specialization 특수화, 전문화 

adaptability 적응성, 순응성 gill 아가미 acquisition 습득 manipulatory 손으로 다루는, 교묘하게 

다루는 entail 수반하다 flexibility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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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답: ③ 

해석: 1963년 5월 1일 오직 Sherpa Nawang Gombu와 동행한 James Whittaker가 세상의 정상

 에 도달한 첫 번째 미국인이 될 때가 50년 전이면 얼마나 다를까. Whittaker는 1953년 

 유일무이한 뉴질랜드 사람인 Edmund Hillary와 Sherpa Tenzing Norgay에 의해 개척된 바

 로 그 루트인 Southeast Ridge를 등반함으로써 그것을 했다. Whittaker는 Mount 

 McKinley를 몇 년 전에 등반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Everest로 가는 Gombu의 세 번째 여

 행이었다. Whittaker와 Gombu의 등정 3주 후에, 전례가 없는 대범함의 행동으로 동료들

 인 Tom Hornbein과 Willi Unsoeld는 the West Ridge인 완전히 새로운 루트로 기어 올라 

 갔다. 

해설: Whittaker had climbed Mount Mckinley a few years before, and it was Gombu’s third trip 

 to Everest. (Whittaker는 Mount McKinley를 몇 년 전에 등반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Everest로 가는 Gombu의 세 번째 여행이었다.) 문장으로 보아 ③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단어: accompany 동반하다, 동행하다 summit 정상, 산꼭대기 ridge 산등성이 pioneer 개척하

 다  peerless (뛰어나기가) 비할 데 없는 ascent 올라감 unprecedented 전례 없는 

 boldness 용감함  claw one’s way 기듯이 나아가다 

 

14.  

정답: ④ 

해석: 그녀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녀는 그녀가 일어나는 것 

 또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에 땅에 넘어진다. 그녀가 누군가가 막 홱 잡아당겨 

 열린 더 시원한 문을 향하여 모든 저 사람들이 향하여 뛰어가는 그 개회식을 향하여 기

 어가길 시도한다. 그 시도는 먹히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이 그녀를 버린 것 같

 다. 그것은 악몽의 느낌처럼 그녀가 그것이 하길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설: 심경, 분위기, 상황 문제는 가장 아래 줄을 보면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It’s like her 

 body has abandoned her. it’s like it won’t do what she wants it to do, like the air in an 

 nightmare.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이 그녀를 버린 것 같다. 그것은 악몽의 느낌처럼 그

 녀가 그것이 하길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

 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④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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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crawl 기어가다 yank 홱 잡아당기다 abandon 버리다 nightmare 악몽 fortunate 운 좋은, 

 다행한 sacrifice 희생하다 hopeful 희망찬 helpless 무기력한, 속수무책인 

 

15-16.  

정답: ④, ② 

해석: 컴퓨터와 휴대전화 화면들에 LOL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Lots of love’를 의미하게 사용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laughing out loud’로 해석했다. 지속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애매모호함이다. 2000년대 

 초반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축약형을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

 은 싹트기 시작하는 관계가 허둥댔는지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른다) 오늘날, 그것은 정착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지금 LOL을 그것의 ‘laughing’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

 은 writing과 speech 사이의 경계선을 넘었던 몇 없는 text-messaging의 두문자어(단 어

 의 머리글자로 만든 말) 중 하나이다. 

해설: [ㄱ] not a little - ‘적지 않은, 상당한’ 이라는 뜻으로 컴퓨터 휴대전화와 화면들에 LOL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이다.  

 [ㄴ]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결과로 foundered(허둥대다)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ㄷ] 앞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LOL를 받아들이는데 혼동을 겪는 다는 내용이고, [ㄷ] 뒷 내

 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LOL에 대한 의미를 ‘laughing’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보아 

 [ㄷ]은 ‘정착하다’ 라는 내용의 settle down이 적절한 답이다.  

단어: appear 나타나다 confusion 혼란, 혼동 lots of 많은 interpret 이해하다 ambiguity 애매성, 

 애매모호함 last 계속되다 budding 싹트기 시작하는 recipient 받는 사람, 수취인 

 abbreviation 축약 establish 설립하다 sustain 지탱하다 flounder 허둥대다, 당황하다 

 bloom 꽃을 피우다 twist 비틀다, 일그러뜨리다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다 sort out ~

 을 정리하다 settle down 정착하다 acronym 두문자어(단어의 머리글자로 만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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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답: ② 

해석: 왜 일부 사람들은 지긋한 나이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장수에 

 영향을 주는 몇몇의 요인들은 태어났을 때 결정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외 많은 것들

 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해설: 앞 문장 Why is it that some people reach a ripe old age and others do not? (왜 일부 사

 람들은 지긋한 나이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으로 보아 빈칸에는 

 ②(장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단어: ripe old age 지긋한 나이, 고령 set 두다, 놓다 disease 질병, 질환 longevity 장수 

 personality 개성, 인격, 성격 maturity 성숙함, 원숙함 surprisingly 놀랍게도 element 요

 소 

 

18.  

정답: ① 

해석: 아주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단체 활동으로 밀어 넣는다. 그들은 혼자 하는 것

 을 좋아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에 혼자 걸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에 대해 걱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팀 플레이어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딸들이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런 어리석은 두려움 안에, 개성을 망치는 것의 시

 작, 인격의 좌절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자산의 부유함

 을 빼앗는 것이 놓여있다. 

해설: They want their sons to be team players and their daughters good mixers. (그들은 자신

 의 아들이 팀 플레이어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딸들이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

 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단어: force 강요하다 be concerned about ~을 걱정하다 solitary 혼자 하는 foolish 어리석은 

 blight 망치다, 엉망으로 만들다 individuality 개성, 특성 thwart 좌절시키다 personality 

 성격, 인격, 개성 capital 자산 joyously 기쁘게, 기뻐하여 confused 혼란스러워 하는 self-

 confidence 자신감 encouragement 격려  collective 집단의,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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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답: ③ 

해석: 공격하는 늑대들과 고립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에 대하여, 국경지역에 사는 가족은 곧 최

 악의 적이 자연 그 자체라는 것을 배웠다. Kansas에서 각각의 계절은 그것 자체의 위험

 들을 수반했다. 봄은 해가 뜬 하늘과 훈훈한 온도로 농부에게 호의를 보여줄지 모른다. 

 그러나 종종 녹는 눈들과 봄의 폭풍우들은 집과 들판 둘 다 위협하는 양동이로 부은 듯

 한 홍수를 야기시킨다. 토네이도들은 그것들의 진로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면서 귀 먹게 

 만드는 울부짖음과 치명적인 회오리들과 같이 땅을 둘로 갈랐다. 여름은 차례차례 곡물

 을 시들게 하고 가을 수확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가뭄과 뜨거운 바람을 야기시키는 경향

 이 있었다. 메뚜기 떼는 전체 경작지와 대초원의 나뭇잎의 수 마일을 먹어 치웠다. 마지

 막으로, 쓰라린 겨울 시즌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온도와 으스러뜨리는 눈보라를 가져왔다. 

해설: 빈칸 다음 문장에 Kansas라는 구체적 지역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예시이고, 따라서 빈

 칸이 담긴 첫 문장이 중심문장임을 알 수 있다. 바로 다음 문장인 In Kansas, each season 

 carried its own perils. (Kansas에서 각각의 계절은 그것 자체의 위험들을 수반했다.)를 시

 작으로 봄, 폭풍우, 토네이도, 가뭄, 뜨거운 바람, 메뚜기 떼, 추운 온도, 눈보라로 인한 피

 해를 나열했다. 따라서 최악의 적은 nature itself(자연 그 자체)인 ③이 적절하다.  

단어: terror 두려움, 공포 isolation 고립, 분리, 격리 tornadoes 토네이도 grasshopper 메뚜기 

 peril 위험, 위험성 balmy 아늑한 torrential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내리는 menace 위협하

 다 deafening 귀청이 터질듯한 roar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림 deadly 치명적인 rip 찢다 

 obliterate 없애다 be apt to ~하는 경향이 있다 unleash 촉발시키다 drought 가뭄 wither 

 시들게 하다 cripple 심각한 손상을 주다 harvest 수확물 plague 떼 devour 집어삼키다 

 prairie 대초원 numbing 망연자실하게 하는 crushing 참담한 

 

20.  

정답: ③ 

해석: 많은 회사들이 일부분에게 정규직을 제공하는 인턴십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들은 수습기간 동안 훈련 받고 경험 있는 잠재적인 종업원들 알아볼 

 수 있다. 매년, 수천 수만의 어린 한국인들이 착취적인 일자리에 들어가고 시간 외적으로 

 일을 하며 아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면서 주로 하찮은 일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

 이 그것을 white-collar 세계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통과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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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간절한 취업 준비생들은 불평하거나 그들의 좋지 못한 일자리 환경에 관해 거의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불복종이 가능한 취업 기회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These desperate job seekers can barely complain or speak up against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이러한 간절한 취업 준비생들은 불평하거나 그들의 좋지 못한 일자리 환경에 

 관해 거의 밝힐 수 없다)라는 내용이 ③ (왜냐하면 불복종이 가능한 취업 기회들을 위태

 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③이 적절하다. 

단어: hire 고용하다 portion 부분, 몫 identify 발견하다, 확인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probation period 수습기간 exploitive 착취하는 arrangement 방식, 협의 menial 하찮은, 

 천한 a rite of passage 통과의례 admit 인정하다 white-color 사무직 종사자 desperate 

 필사적인 strain 부담, 중압, 압박 torment 괴롭히다, 고통, 고뇌 disobedience 불복종, 반

 항, 거역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rightful 합법적인, 정당한 due to ~때문에 fierce 사나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