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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40점)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almost entirely free of the party discipline that character-

izes political parties in Europe and Asia. It is not necessary to make an application to join the party; 

there are no membership dues; party leaders cannot expel a member. A logician seeking a rational party 

system would be quite disgusted with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He or she would probably 

wonder why the system does not collapse of its own imperfections.

But the test of any social institution, of course, is how well it works. By this criterion, the 

American party system works very well indeed. It is able to reconcile the considerable sectional differ-

ence and interests that exist in this vast country. It seems to permit national uniformity where national 

uniformity is desirable and sectionalism where sectionalism is desirable. In times of national peril, minor 

differences are forgotten, and the parties unite to work together for the national good. Under the 

two-party system, a stalemate does not occur after an election. One party or the other wins control of 

each house. Bargaining, coalitions, and compromises are the outcome: stalemates and governmental para-

lysis are not. For all its defects, the American party system endures and shows no sign of basic 

alteration.

제 2 문.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30점)

  인생에는 각자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다. ‘50’이 되어서도 아직 청춘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미 자신의 인생은 모두 지나갔다고 내심 믿는 사람도 있다. 또한 그 나이에 맞게 살고 싶은 사람들

도 있다. ‘그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50’이 되면 남자들은 잔소리를 하

고 싶은 욕망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게 보통이다. 꽤 과묵한

남자조차도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반대로 여성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여자답게 행동

할 것을 강요받는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부드럽고 수줍은 여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을 살

며 더 이상 청춘이 아닐 때쯤 여성들은 자신에게도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믿었던

남편이 별 것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이제 남편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성들은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 스스로 인생을 되찾고 싶어지는 것이다.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 공적으로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강한 자기 주장을 나타낸다. 아프리카 가나 지방

에서는 중년 여성을 ‘남자로 변한 여성’이라고 부른다. 미국 인디언들도 성숙한 여성을 ‘남자의 마

음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 2 -

제 3 문. 다음 글에 대한 반론을 150 단어 내외의 영어로 쓰시오. (30점)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작은 정부론의 근거 중 하나는 관료조직의 비효율 때문

이다. 항상 법과 규정에 매여 있는 공무원들은 사업 그 자체보다 행정 절차를 밟고 문서로 남기

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쓴다. 의사 결정에 거치는 단계가 많다 보니 상황 변화에 기민하

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작은 정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 때

문이다. 관료들이 갖가지 명분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갉아 먹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만은 할 수 없다. 작은 정부론은 본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운영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값싼 정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통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로 와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개입하면서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고복지․고부담의 큰 정부가 일반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나라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국가의 원조인 유럽의 스웨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최근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추세이다. 민간 이양과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파 개혁을 추

진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정부 조직과 공공부문의 수술에 나섰고, 다른 국가들에서

도 공무원의 감축이 경제 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

는 상황이다. 1980년대만 해도 유럽의 열등생이었던 아일랜드가 불과 반세기 만에 유럽에서 손

꼽히는 부국으로 탈바꿈한 것도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재정 지출과 세금을 낮추는 파격적 정부

개혁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한국이 선진화의 길로 가려면 정부

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효율적일 수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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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정당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정당들을 특징짓는 정당 규율에 의해 거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다. 입당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당원 회비도 없고, 당의 지도자들이 당원들을 축출할 수도 없

다. 이성적인 정당 체제를 추구하는 논리학자라면 미국의 정당에 대해 상당히 염증을 느낄 것이다. 그 사람

은 아마도 왜 그 체제가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붕괴하지 않는지를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제도이든 그것을 시험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의 여부

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미국의 정당 체제는 정말로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그 체제는 이 거대한 국가에 

존재하는 상당한 분파 간의 차이와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다. 그 체제는 국가적 단일성이 바람직한 곳

에서는 국가적 단일성을, 분파주의가 바람직한 곳에는 분파주의를 허용하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가 닥친 때

에는 사소한 차이들은 잊혀지고, 정당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고 단합한다. 양당 체제하에서는, 선

거 후에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쪽 정당 혹은 다른 정당이 상하 양원 각각을 장악하게 된다. 교섭, 
연합, 타협이 그 결과물이며, 교착상태와 국정 마비가 그 결과물이 아니다.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당 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Everyone has his or her own timetable of life.  When people turn 50, some are still young at heart, while 
others believe in their minds that their lives are over.  Still others want to live their lives in line with their ages.  
Recently I have thought about what it is to "live one's life in line with one's age."  When they become 50, men 
should be able to refrain from lecturing others about trivial matters.  Usually, men become more talkative as they 
grow older.  Even rather reticent men tend to talk a lot more about small things as they age.  In contrast, 
women, when they are younger, are placed under social pressures to behave like "ladies."  They live their lives 
as quiet, obedient, tender, and shy women.  However, by the time they have become older and are no longer 
young, they realize that they have their own lives to live, and that their husbands, on whom they have depended 
for so long, are really just nobodies.  Upon realizing that they cannot fulfill their dreams through their husbands, 
women begin to act more assertively.  In other words, they want to reclaim what they have been missing out on 
all their lives.  After menopause, women tend to assume more authority in public and become more assertive.  In 
a region of the African nation of Ghana, middle-aged women are called "women-turned-men," while Native 
Americans describe a mature woman as "having the mind of a man."

[3]  Pulitzer Prize winner Daniel Yergin defined the 20th century as a "period wh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fought to conquer the commanding heights, and the government-led economy declined and the market 
economy prevailed."  For bureaucratic efficiency and deregulation, many people support a smaller government.  
However, we need a bigger government in a globalized economy and a welfare state.

First, a globalized economy requires a bigger government.  In the past, each economy functioned on its 
own, without having to deal with external economic factors.  However, in today's globalized economy, both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have a direct and indirect bearing on a national economy.  A smaller government is 
not well-suited to deal with these complicated factors.

Second, amid the growing income gap,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larger role in redistributing wealth.  If 
we leave all economic activities up to the "invisible hand," the income gap will further widen, and there will be 
social chaos.  We need a bigger government to narrow this gap and bring about social harmony.

Mr. Yergin may have been right in his definition of the 20th century, but the 21st century demands a 
different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as many functions of the government ar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many people are warning of a "hollow state."  The time has come for the government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for social stability.



- 4 -

2008년 시행 52회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 시험 (영어) 원문 전문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 한영번역 문제의 한국어 원문 전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향하여

구본형 (구본형 변화경영 연구소 소장) 

빛과 소금 (두란노 서원) 2002년 8월호 

‘50’이 되면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나 하며 늙은이 행세를 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맛을 즐길 때다. 자신이 깊이 간직해 둔 채 이루지 못한 꿈을 꽃피움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

다운 완숙의 정점을 향해 나아갈 때다.

인생에는 각자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다. ‘50’이 되어서도 아직 청춘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해골처

럼 자신의 인생은 모두 지나갔다고 내심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나이에 맞게 살고 싶은 사람들

도 있다. ‘그 나이답게 어울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50’이 되면 적어도 두 가지를 권하고 

싶다. 우선, 남자들은 잔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을 잘 누를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

는 게 보통이다. 꽤 묵직한 남자도 잔소리꾼이 된다. 남성들은 젊은 나이에 꿈을 안고 사회로 나온다. 그리

고 ‘50’이 넘으면 쓸데없이 바빴던 수십 년의 과거와 초라한 자신을 안고 가정으로 들어오게 된다. 

변화는 변하지 않는 것을 손대지 않기

반대로 여성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여자답게 지낼 것을 강요받는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부드럽고 수

줍은 여성상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주조해 낸다. 그러나 인생을 살며 더 이상 청춘이 아닐 때쯤 여성들은 자

신에게도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믿었던 남편이 별 것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이제 

남편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성들은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 스스로 인

생을 되찾고 싶어지는 것이다.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 공적으로 훨씬 더 권위를 가지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아프리카 가나 지

방에서는 중년 여성을 ‘남자로 변한 여성’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인디언들도 성숙한 여성을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모로코에서는 중년이 되면 남녀가 서로 성역할을 바꾸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들

의 민담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소년은 100개 악마와 함께 태어난다. 그리고 소녀들은 100개 천

사와 함께 태어난다. 해가 갈수록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악마 하나와 천사 하나씩을 바꾸게 된다. 만약 100년

을 살게 되면 여자는 100개의 악마를 가지게 되고 남자는 100개의 천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곰국

을 끓여놓고 친구들과 며칠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남자들은 그 며칠 동안 김치와 곰국으로 식사를 

때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변화 경영의 요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손대지 않

는 것이다. 중년이 넘은 남편은 부인이 막 자신의 힘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욱일승천의 대세 속에 있다는 것

을 이해하고 힘껏 도와주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도왔듯이 이제 아내를 외조하는 게 남편의 

일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집안 일이 즐거워질 것이다. 바가지 긁으려다 쪽박 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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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대역전극을 기획하라 

둘째는 인생에 대한 대역전극을 적극적으로 기획해 보라는 것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의 

지시와 명령 속에서 청춘을 보냈다. 자신의 시간이었으나 마음대로 쓴 시간은 별로 없다. 바쁘기 그지없고 

솜털 같이 많은 하루들이 다 지나가 버린 듯 한데,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의미도 보람

도 찾을 수 없다는 허무가 밀려 올 수 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뛰었던가. 

남은 인생은 세상이 만들어 주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대전환이 요구된다. ‘생긴 대로’ 태어날 때 내

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할 시기다. 하나님은 우리가 낭비할 수 있

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낭비할 시간은 다 쓰고 없다. 우리가 

죽는 날 물어 보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 두었던 한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아라.” 50대

여! 그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준비되어 있는가. 혹시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아무 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노래도 못 부르

고, 축구도 못합니다. 조수미와 히딩크에게는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내게는 정말 써먹을 만한 아무 것

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것까지 그들에게 주셨나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어리석은 것아, 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각자 맞는 진귀한 선물 하나씩을 잘 싸서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 두었다. 행여 덜렁대는 인간들이 잃어버릴까 봐 아주 깊은 곳에 잘 넣어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을 찾아내 내가 그들에게 기대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 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보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재능의 한 달란트를 너는 묻어 두고 쓰지 않았

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50’이 되면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나 하며 늙은이 행세를 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맛을 즐길 때다. 자신이 깊이 간직해 둔 채 이루지 못한 꿈을 꽃피움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

다운 완숙의 정점을 향해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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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문제의 한국어 원문 전문

왜 지금 다시 작은 정부인가

생글생글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편찬 경제논술신문) 2008. 01. 26

한국의 공무원들은 항상 바쁘다. 참여정부 들어 7만명이나 공무원 숫자를 늘렸지만 최근까지도 청와대에

선 ‘할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 정부 조직을 더 키워야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엔 저출산 고령 사회가 찾아오고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어 복지와 분배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통하고 있다. 새 정부가 조직 슬림

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독거노인을 돌봐줄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줄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

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렇지만 ‘작은 정부’를 말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할 일이 없다거나 노는 공무원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공무원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 큰 정부가 비효율과 규제 낳는다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근거 중 하나는 ‘관료조직 비효율’ 때문이다. 항상 ‘법과 규정’에 매

여 있는 공무원들은 사업 그 자체보다 행정 절차를 밟고 문서로 남기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쓴다. 의

사 결정에 거치는 단계가 많다 보니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정부가 태

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300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돈을 

마련해 놓고도 한참 동안이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돈인데도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필요할 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지원금의 성

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중앙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정부는 “주민들에게 채권 양도계약서를 받느

라 시간이 걸렸다”고 발뺌했다. 

‘작은 정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규제 혁신 필요성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공무원이 체육대회를 하거나 정치인이 잠을 자는 시간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다. 관료들이 

갖가지 명분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갉아 먹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만은 할 수 없

다. 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다.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독

일 기업인들이 한국의 반도체산업 급성장 이유를 묻자, 한국 기업인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 새로 생긴 

분야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전했다”며 답변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 기업 관계자는 “독일 기업인들이 농담 같은 이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 것을 

보면 어느 나라건 공무원들이 ‘시어머니’인 것은 똑같은가 보다”고 말했다.

⊙ 선진국들도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론’은 본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비롯

됐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와 비슷한 개념으로 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로 와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개입하면서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게 되면

서 ‘고복지․고부담’의 큰 정부가 일반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나라들이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도 이 같은 유럽국가 모델을 들여와 공무원을 늘리고 정부기구를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해야 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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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많아 결코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새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검증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국가의 원조인 유럽의 스웨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최근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추세다. 민간 이양과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이 정부 조직과 공공부문 수술에 나섰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무원의 감축이 경제 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

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1980년대만 해도 가난에 찌들어 ‘유럽의 열등생’

이었던 아일랜드가 불과 반세기 만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국’으로 탈바꿈한 것도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재

정 지출과 세금을 낮추는 파격적 정부 개혁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이 선

진화의 길로 가려면 정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효율적일 수 없는 분야는 과

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목표로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선인이 거론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깊게 박힌 관료주의의 비효율은 새 정부가 반드

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