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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55회 5급[행정] 공채 제2차 시험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30점)

Many of us have been brought up in a culture which believes that the western-style system with 

one-person-one-vote and elected leaders is the supreme form of democracy. Yet in the very nations 

which shout loudest about the virtues of democracy, many people don't even bother voting anymore, be-

cause they feel that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their lives. When people vote for an executive, 

they also hand over their power to make decisions and to effect change. This goes hand in hand with 

creating a majority and a minority, with the minority often feeling deeply unhappy with the outcome.

It is true that majority voting enables even controversial decisions to be taken in a minimum 

amount of time. However, there is nothing to say that this decision will be a wise one or morally 

acceptable. After all, the majority of colonial Americans supported the "right" to hold slaves. People in 

a majority rule system don't need to listen to the dissenting minority, or take their opinion seriously be-

cause they can simply outvote them. Majority rule systems say that the majority is infallible and they 

have nothing to learn from the minority.

This creates a situation where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promotes an aggressive culture and 

conflict, and lends itself to steamrolling an idea over a minority that dissents with the majority opinion. 

The will of the majority is seen as the will of the whole group, with the minority expected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 even if it is against their most deeply held convictions and principles.

제 2 문.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30점)

전통적으로 언어에 대한 연구는 소리와 문자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실 의사소통 중 상당 부분은 언어적인 수단

보다 비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자신이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93%를 어조나 얼굴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7% 정도만 언어를 이용하여 전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 공포 또는 슬픔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은 모든 문화에서 유사한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문화에서는 용인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어 웨이터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이런 행동을 무례하다고 생각한

다. 우리는 다른 문화의 의사소통 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 그 문화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

통에 대해서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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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문.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총 40점)

The world pivots around the United States. It has to do with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the 

world works. For the past five hundred years, Europe was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ts em-

pires creating a single global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main highway to Europe 

was the North Atlantic. Whoever controlled the North Atlantic controlled access to Europe—and 

Europe's access to the world. The basic geography of global politics was locked into place.

In the early 1980s,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ranspacific trade 

equaled transatlantic trade. With Europe reduced to a collection of secondary powers after World War II, 

and the shift in trade patterns, the North Atlantic was no longer the single key to anything. Now what-

ever country controlled both the North Atlantic and the Pacific could control, if it wished, the world's 

trading system, and therefore the global econom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y nation located on both 

oceans has a tremendous advantage.

Given the cost of building naval power and the huge cost of deploying it around the world, the 

power native to both oceans became the preeminent acto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same reason 

that Britain dominated the nineteenth century: it lived on the sea it had to control. In this way, North 

America has replaced Europe as the center of gravity in the world, and whoever dominates North 

America is virtually assured of being the dominant global power.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t least, 

that will be the United States.

1) 윗글의 내용을 400자 내외의 우리말로 요약하시오. (10점)

2) 윗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200단어 내외의 영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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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55회 5급[행정] 공채 제2차 시험 모범번역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1인 1표제와 지도자 선출제를 갖춘 서구식 체제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라

고 믿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미덕을 가장 크게 외치는 바로 그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

들이 더 이상 굳이 애써 투표를 하지 않는데 이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느

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정부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남에게 양도한다. 이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을 낳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소수집단은 흔히 선거 결과에 대

해 매우 불만을 느낀다.

  물론 다수결제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결정조차도 최소한의 시간에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현명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일 거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였을 때 미국인들의 다수는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했다. 다수결체제에서 사람들은 반대의

견을 가진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거나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수집

단은 단지 표로 소수집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체제에 따르면 다수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으

며 소수로부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상황이 야기하고, 공격적인 문화와 갈등을 조장하며,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

수에게 의견을 강요하는 데 쉽게 이용된다. 다수의 의지는 집단 전체의 의지로 여겨지며, 소수 집단은 다수

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다수의 결정이 소수집단의 뿌리 깊은 신념과 원칙에

반하더라도 말이다.

<영어 원문 출처>

"Consensus Decision Making"

by Seeds for Change (a non-profit co-operative providing training and resources to grassroots campaigners and to 

NGOs and other third sector organizations in the social sector)

[2] Traditionally, research on language was focused on communication using sounds and letters, but these days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studies on non-verbal communication.  Indeed,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communication is carried out by non-verbal rather than by verbal mea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tudy on 

this trend, in daily conversations we convey 93 percent of the messages we want to communicate by using 

non-verbal means such as tone of voice or facial expressions, and a mere seven percent by using language.  The 

problem is that the methods of non-verbal expression vary from culture to culture.  Universal emotions like 

happiness, fear, or sorrow are expressed through similar non-verbal methods in all cultures, but from time to time 

different non-verbal means of communication give rise to cultural conflicts.  What is condoned in one culture 

may not be tolerated in another.  In some cultures, people are allowed to call a waiter or waitress by snapping 

their fingers, but in others, this action is deemed impolite.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methods of 

communication in other cultures, we need to also learn non-verbal communication used in those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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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이 세상의 중심인 것은 세계의 작동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 있다. 지난 500년 간, 유럽은 국제

체제의 중심이었고, 유럽 제국들은 사상 처음 단일 국제 체제를 낳았켰다.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은 북대서

양이었다. 북대서양의 지배자가 유럽으로의 진입과 유럽의 세계 진출을 지배했다. 국제 정치의 기본 지리는

고정되었다.

  1980년대 초에, 사상 처음 태평양 횡단 무역이 대서양 횡단 무역과 대등해졌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부

차적 열강으로 전락하고 무역의 양상이 변하여, 북대서양은 핵심적 수단이 아니었다. 북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배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무역과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 21세기에, 두 대양과 접한 국가는 막대한 이점

이 있다.

  강한 해군을 세계에 배치하는 큰 비용을 감안할 때, 두 대양과 접한 강대국은 우월한 행위자가 되었다. 

영국은 자신이 지배할 바다에 접해 있어서 19세기를 지배했다. 북미는 유럽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이 됐고, 

북미의 지배국이 세계의 지배국이 되었다. 적어도 21세기에 그 국가는 미국일 것이다.

[3-2]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up to the early 1990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ad dominated the world in political and military terms, and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d held sway over 

the global economy.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Washington retained overall global supremacy as the sole 

remaining superpower.  However, since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has waned, and the influence of emerging nations has grown, 

transforming the world into a multipolar system.

     The United States, which used to be the engine of global economic growth, has been suffering from a 

serious fiscal deficit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y Standard & Poor's recently 

warned that it might downgrade the sovereign credit rating of the na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Mindful 

of this falling economic status of his nation, U.S. President Barack Obama said before the opening of the London 

summit of the Group of 20 (G-20) major and emerging economies, "The U.S. economy can no longer be the sole 

engine of global economic grow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recasted recently that the size of 

the Chinese economy would surpass tha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five years.

     With the superpowerdom of the United States collapsing, the world is turning into a multipolar system.  

The summit meetings of the G-20, held to find ways to resolv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ymbolize this change 

in the global landscape.  The world is witnessing the growing influence of "Chindia" (China and India),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and MIKT (Mexico, Indonesia, Korea, and Turkey).  Some 

experts predict that by 2030, the scale of major emerging economies will exceed that of existing advanced 

economies.

     It is true that the United States is still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in many respects, but its 

dominant position is now vulnerable.  Europe is actively pushing for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and major 

emerging nations with large populations, such as China and India, have rapidly growing middle classes and 

domestic markets, poised to replace the United States as major global consumer markets.  Africa, with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cheap labor, has been enjoying high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These 

changing situations clearly indicate that the era of U.S. dominance is drawing to an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