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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 시험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30점)

Some say that nothing is more vivid or memorable than a picture. We disagree. No visual image is 

as vivid as the image created by the mind in response to words. The main function of the poet or the 

artist, in fact, is to enable people to see more deeply into things than they can with the unaided eye. 

There is more to life than meets the eye, and this is what good prose or painting is all about.

It is not true that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It takes only a few words－if they are the 

right words－to ignite the imagination and produce pictures far more colorful than anything within the 

ran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Yet the ultimate importance and power of print is represented not 

by its superior images but by its ability to convey abstract ideas. No matter how intensive or prolonged 

a person's formal schooling may be, he is only partially educated if he is unable to think abstractly. 

People know that the most vital ingredient in the making of decisions is sequential thought. This is what 

is meant by abstract thought. No other medium of communications can equal the speed and accuracy of 

print in moving an abstraction from one human brain to another. If we are looking for a way to kill phi-

losophy, then let us by all means put an end to print, for print is the natural habitat of ideas.

There is also a connection between reading and owning that is not accidental or incidental. People 

who are impressed with ideas want to think about them on their own terms and in their own time.

제 2 문.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30점)

  영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영어 상용 국가에서 공부를 한다면, 영어 사용자들과 말하기 연습을 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단일 언어 사용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경우, 그러한 기회는

크게 제한된다. 사실 영어 원어민과의 말하기 연습을 통해 얻는 이점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생각

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원어민과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행 가능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

  그 중 한 대안은 영어를 학습하는 다른 한국인과 영어를 연습하는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 이유

에서 이점이 많다. 먼저 그런 사람들이 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동일한 목적과 비슷한 수준의 영

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두 학습자가 같은 수준에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 각자가 아는 영어는 동일하지 않다. 그들 각자가 아는 것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상대방이 모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많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묻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통된 문화적 배경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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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오늘날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은 그림문자로부터 구어, 그리고 문어를 거치는 진화 과정에

서 또 하나의 발전 단계를 의미한다. 컴퓨터는 정보를 모으고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서 현대 세계

가 기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상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컴퓨터 문해는 일반적인 문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컴퓨터 문해는

사람들의 정보 접근력과 정보 산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것은 건강, 수명, 문화 인식, 정치관 및 노동 생산성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

친다. 컴퓨터 문해가 어떤 능력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도출된 바 없다. 

ECDL(European Computer Driving License) 재단과 같은 기관들은 컴퓨터 문해를 사무환경에서 필요

로 하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규정짓고, 필수 기술로는 워드 프로세싱, 이메일, 인터넷을 다룰 줄 아

는 능력을 들고 있다. 다른 기관들은 하드웨어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까지도 문해

에 포함한다. 그러나 컴퓨터 문해의 확산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10억 명 이상이 컴퓨터망과 전혀 연

결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통신기술이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없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어렵다. 더욱이, 어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

기에 너무 비싸거나 정치적으로 통제될 수도 있다. 디지털 격차는 이러한 요인들이 축적된 결과이

다. 컴퓨터 문해가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컴퓨터 문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진 것은 사

실이다.

1) 윗글의 내용을 100 단어 내외의 영어로 요약하시오. (20점)

2) 컴퓨터 문해 증진 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100 단어 내외의 영어로 제시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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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이들은 그 무엇도 사진보다 더 생생하거나 기억에 더 잘 남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시각적 이미지도 말에 반응하여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만큼 생생하지 않다. 

사실 시인이나 화가의 주요한 기능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사물을 들여다보

도록 해주는 것이다.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하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산

문이나 그림의 목적이다.

  사진 한 장이 말 천 마디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말 몇 마디만 가지고도 (그것이 적절

한 말이라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전자 통신의 범위 내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인쇄된 글의 궁극적 중요성과 힘은 그것이 지니는 우월한 이미지에 의해

서가 아니라 추상적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표현된다. 한 개인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아무

리 집중적이거나 장기적이든 간에, 만일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차적 사고라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

로 추상적 사고가 의미하는 바다. 다른 어떤 통신 매체도 추상적 개념을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

로 전달하는 데 있어 인쇄된 글의 속도와 정확성에 필적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철학을 없앨 방법을 찾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쇄된 글을 퇴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쇄된 글은 사고가 담겨 있는 자연적 공

간이기 때문이다.

  독서와 소유 사이에는 우연적이지도 않고 부차적이지도 않은 연관성이 또한 있다. 어떤 생각에 감명을 받

은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게 또한 자신의 시간에 그 생각에 대해 고찰하기를 원한다.

[2] No one would dispute the need for learners of English to do a lot of speaking practice in order to become 

fluent in English.  If one studies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one would have many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speaking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However, if one studies English in a country where only one 

native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s used, those opportunities will be greatly limited.  In fact, the benefits from 

practicing speaking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may not be as great as most learners would think.  Apart 

from practicing speaking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re are other viable options.

     One of those options is to practice English with other Korean learners of English, which has many benefits 

for various reasons.  First of all, there is no dearth of such learners.  It is not that difficult for learners to find 

people with the same goal as themselves and similar levels of English skills.  Even if two learners are at the 

same level of English skills, they have a great deal to learn from each other.  No two people have the same 

knowledge about English.  It is possible that one fourth or even one third of what one knows about English is 

not known to the other person.  This signifies that they have a lot to learn from each other.  People who have 

many things in common tend to engage in a conversation with ease without any fear of making a mistake and to 

feel comfortable in asking what something means.  In addition, when they do not understand what each other is 

talking about, they can make use of their common cultural background to enhance their mutu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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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Humans evolved from pictography to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o computer technology.  Since com-

puters are an essential tool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communication, computer illiterate people will inevitably 

lag behind.  Computer literacy helps people access and produce information, increasing their employability and 

wealth.  Diverse information affects many aspects of lives.  Some define computer literacy as the ability to use 

basic software.  Others include hardware designs and knowledge about programming languages.  There are many 

problems to solve to spread computer literacy.  One billion people cannot access the Internet.  Computer illiterate 

people can hardly use software.  Some software is too expensive or controlled politically.  The digital divide was 

caused by all these factors.  People need education in computer literacy.

2) Most of the computer illiterate people in Korea are indigent people and the elderly.  Therefore, efforts to im-

prove computer literacy should be focused on these groups.  Firstly, to help destitute people promote their com-

puter literacy, the government should build more public libraries where needy people can use computers and con-

nect to the Internet for free.  This will enable them to learn how to use computers and gain greater access to 

more information.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offer elderly people free education in computer skills.  It can 

hire computer experts to teach computer skills to senior citizens in local community centers.  Since computer lit-

eracy is as essential as literacy in modern society, the digital divide can aggravate the bipolarization of society.  

Enhancement of people’s computer literacy will therefore help create a more equal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