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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P.25

①   2003년 발생한 미국 동부 대정전은 3일 만에 복구되었다. 

②   세계 최초로 전기 에너지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나라는 

미국이다. 

③   2009년 브라질에서도 3일간 나라 전역에 전기가 차단되

는 일이 발생하였다. 

④   우리나라의 전력 관리 시스템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 

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것은 전력 피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한두 개가 정지하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예비 전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기 절약을 권

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 사용량이 전기 공급량을 위

협하는 전력 피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

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

해 밤에 전기를 충전하고, 낮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등

이 있다. 또 비상 상황에서는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체, 

공공 기관을 골라 우선 전기를 차단하는 기법도 있다.

01
다음 중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2003년 8월 14일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날이다. 미국 동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

서 벌어진 블랙아웃 현상은 삽시간에 뉴욕, 뉴저지 등 미

국 동북부 전역, 미시간,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 캐나

다 온타리오 주 등으로 퍼져 나갔다. 결국에는 한국 땅보

다 몇 배 크다는 미국의 주(州) 7곳, 캐나다 주 1곳이 암

흑으로 변했다. 미국 동부 대정전은 다행히 3일 만에 완

전히 복구되었다. 하지만 그사이 경제적으로는 60억 달

러의 손해를 입었고, 5,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입은 

불편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렵다. 동부 대정전은 전기 에너

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했던 미국에게 치욕스

럽기 그지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이런 대정전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

근에 대정전이 발생한 나라는 브라질이다. 2009년 11월

에 불어닥친 집중 호우와 돌풍으로 브라질 전역에 전기가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3시간 42분 만에 전기

가 복구되었지만 현지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2008년 5월에는 영국 전역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다가 

두 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된 적이 있다. 2008년 2월

에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대정전이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한 후진국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까지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

리나라가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우선 우리나라에 대정전 사태까

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력 관리 시

스템은 전압과 주파수 유지율이나 정전 시간 등 전기 품

질 면에서 꽤 뛰어나다. 우수한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

어서, 전기가 어느 정도로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

큼 전기가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최악의 경우 

2011년과 같은 순환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전

국 전력망이 꺼지는 ‘블랙아웃’ 사태는 여간해서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름을 무탈하게 넘기는 것

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전력 공급은 줄고 있는데 

사용량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예비 전력량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면 전국 각 전력망에 전기를 공

급하는 전력 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규모 공장 몇 개가 가동을 시작하거나, 발전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맞물려 나라 전체가 이른바 

‘늙은 사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다행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해마다 복지 예산을 증액해 국민,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에 대한 삶의 질 개선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노인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

이 노령 인구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고령화 대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02
다음 중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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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아전인수(我田引水) 토사구팽(兎死狗烹)

② 타산지석(他山之石) 보합대화(保合大和)

③ 유비무환(有備無患) 유유상종(類類相從)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감탄고토(甘呑苦吐)

⑤ 청출어람(靑出於藍) 역지사지(易地思之)

수년째 침체된 나라 경제 탓에 요양 병원 업계에도 그 

여파가 예외 없이 밀어닥치고 있다. 이용자의 의료 서비

스에 대한 기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건은 악화

일로이다. 현실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 구축, 침상 간 이격 거리 확대 등 매년 강

화되는 규제에 병원 간 과당 경쟁과 인건비 상승과 같은 

악재가 겹치다 보니 병원의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도달하

고 있다. 수년째 제기되는 수가 인상과 요양 병원 간병비 

급여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겉돌고만 있으니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도 일본과 같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노인 의료 복지 복합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

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지만, 이미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 병원도 있다. 이참에 초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우리 보건 의료 체계

가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떠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병원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노인 의료 복지 복합체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의료 복지 복합체는 1994년 이후 급증하였는데 

지역 독점, 크림 스키밍, 복지의 의료화와 행정 유착 등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 서비스

를 수직 통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인 서비

스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확

산되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의료 복지 복합체 운영을 ( ㉠ )(으)

로 삼아 중소 병원과 요양 병원, 복지 시설 등이 연계되

는 노인 의료 복지 복합체 모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포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연구와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의 목전에서 생산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사

회 구조 변화 등 향후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것은 

예상되지만, 세대와 이념 그리고 계층을 떠나 지혜와 슬

기를 한데 모아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 ㉡ )의 자세를 

가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03
다음 중 주어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고르면?

경기를 끝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할 

때, 소변 또는 혈액 샘플에서 금지된 성분이 어느 기준 

이상 검출된 선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 선수로 판정하고 실격시킨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약물 복

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약

물을 복용했는데도 약물 복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

는 경우도 있다. 통계학에서는 전자를 채택의 오류(거짓 

양성 반응)라고 하고, 후자를 기각의 오류(거짓 음성 반

응)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약물 검사관이 해당 선수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하고 검사 기관은 신뢰를 잃게 되는 등의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백하는 

선수가 거의 없으므로 대가를 치를 일도 거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채택의 오류에 의한 대가는 잘 드러나지 

않고 기각의 오류에 의한 대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도 있다.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객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있을지 여부를 판정

한다. 이때 승인 기준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있을) 사람으로 

판정하는 채택의 오류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사람인

데 그렇지 않은(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없을) 사람으

로 판정하는 기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지 않아 영업 이익을 늘리지 못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대출해 준 후 대출금을 상환받

지 못해 손실을 입는 부분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약물 검사관이나 은행은 기준을 정할 때 비교적 분명하

게 드러나는 오류의 대가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런데 동

일한 대상들에 대한 이 두 오류는 서로 시소 관계에 있

다. 즉, 채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옮기면 그만

큼 기각의 오류가 늘어나고, 기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옮기면 그만큼 채택의 오류가 늘어나게 되므로 두 

오류의 가능성을 함께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통계학자

들은 어떤 검출 시스템도 채택의 오류나 기각의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한쪽 

오류로 인해 드러나는 대가에만 주목해 그 오류를 줄이려 

하면 다른 쪽 오류가 커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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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동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부정 선수로 판정되

어 실격을 당한다. 

②   약물 검사관이 기각의 오류를 범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

르게 된다. 

③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기각의 오류를 범

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④   은행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류의 대가를 줄이는 방향

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다.

⑤   채택의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면 그만큼 

기각의 오류가 늘어난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가]-[다]-[나]-[라]

④ [가]-[다]-[라]-[나]

⑤ [가]-[라]-[다]-[나]

[다]   하지만 국민 소득이 높은 북유럽의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복지

의 정도는 국가의 경제력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의 정도가 아니라 어

떠한 복지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한 경제에서 출발하

여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발전의 기본 원

리인 차별화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복지가 시행된다

면 경제 자체의 발전이 잠식됨으로써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라]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국가로서의 기

능을 다하려면 복지 재원 조달 방식이 스스로 노력하

는 자들을 역차별할 정도로 지나치게 고율이어서는 

안 되고, 복지 제도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결국 복

지 지출은 ‘스스로 돕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들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전쟁 국가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등장한 복지 국가는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해 ‘요람에서 무덤까

지’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정

착되었다. 즉, 복지 국가란 일반 국민들에게 최저 소

득의 보장, 사회 안전망의 제공, 최상의 사회 서비스

의 보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

를 지칭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사

회주의 국가와의 대결 과정에서 이러한 복지 지출의 

과다로 복지병에 시달린 경험이 많아 최근에는 복지 

국가 개념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

[나]   첫째, 복지를 위한 재원의 조달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

하는 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

면 차별화 원리에 훼손이 오고 나아가 경제·사회 발

전의 역동성이 약화된다. 둘째, 복지의 지출 방식이 

단지 ‘그늘진 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게 될 

때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한 노동

력을 보유한 계층이 단지 그늘진 계층이라는 이유만

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계층에 계속 안주하려는 도

덕적 해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형편이 더 

나은 계층으로 하여금 그늘진 계층으로 내려가게 하

는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된다.

04
다음에 주어진 문단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배열한 것을 

고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및 신청 안내]

�   감면 대상자

•  취득일 현재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  배우자가 감면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는 감면 불가

•  기존 감면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새로이 차량

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불가

•  공동 명의 대상: 부부 공동 명의에 한함

05
다음에 주어진 매뉴얼과 고객 문의 사항을 바탕으로 유추했

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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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 대상자 기준을 만족하십니다. 

② 감면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③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로 계약 시 감면 가능합니다. 

④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감면이 가능하십니다. 

⑤   신청 시 감면 신청서와 취득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

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1.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승용차(2,000cc 초과 승용차도 감면 

대상)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3.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4. 이륜 자동차

※   상기의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100% 감면하되, 1항 나목의 승용차(=6인승 이하)

는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   공채 감면: 없음

�   구비 서류

1. 감면 신청서

2. 가족관계등록부(취득자 기준)

[고객 문의 사항]

저는 현재 5세, 8세, 1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

입니다. 최근 9인승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

아보다가 다자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

으며, 이번에 구매하는 자동차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계

약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까?

06
다음 주어진 [보기]의 첫 문단에 이어 배열한 문단의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

서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지역 개발 및 도시 건설 계획에

서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입지를 찾는 것이었다. 도시 

건설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향 

상실이나 역사 유산의 훼손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러한

보기

[가]   렐프 이후, 그의 주장에 대해 연구하면서 ‘장소성을 

지켜야 할 만큼 장소는 선한 것인가?’와 ‘세계화로 

인해 장소성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

되었다. 여성 지리학자인 로즈는 가부장적 폭력에 시

달리고 있는 여성에게 집은 감옥일 수 있음을 주장하

며, 렐프의 남성 중심주의를 비판했다. 즉, 렐프가 말

한 장소는 모든 사람에게 선(善)이 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

로서 장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 장

소를 사회적 구성물로 받아들이면 장소는 사회적 과

정 속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

소성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   인본주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인간이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 보았다. 그는 서울, 뉴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보다 집, 고향과 같은 보편적인 장소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중 집을 가장 진정한 장소로 여겼다. 그

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통해 나의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하는 것처럼 장소의 본질은 내적 경험에 

있고, 따라서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

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

으로 렐프는 장소와 장소를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 유대감

인 ‘장소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하비는 사회적 구

성물인 장소는 인간의 힘으로 무효화할 수도 있는 것

으로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하에서 세계화로 인해 세

계 곳곳에 동질화된 공간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무장

소적인 공간들과 차별화된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시

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즉,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간은 일관성 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

만, 이런 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더욱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노

력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시의 특정 구역을 문화유산

으로 지정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와 연결하는 것은 진

정성과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연구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후 그곳에서 살

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인본주의 지리

학이 등장하면서 장소 개념이 새롭게 부상했다. 이때 장

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

간이다.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성인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

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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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나]–[다]–[라]

② [가]–[라]–[나]–[다]

③ [나]–[가]–[라]–[다]

④ [나]–[다]–[라]–[가]

⑤ [나]–[라]–[가]–[다]

[라]   그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경

험하는 장소가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이

라 명명하며, 장소들이 획일화되어 가는 것과 상품

화된 가짜 장소가 등장하는 것을 대표적인 현상으로 

들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비슷한 

생활 방식을 보이는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순수하게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즈니랜드 같은 곳은 무

장소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무장소

성의 공간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진정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7~08]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

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

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

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

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

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

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

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

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

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

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

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

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

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

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

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

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

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

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

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

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

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

배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

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

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

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

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

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

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

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

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

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

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

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

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

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

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

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

의 정의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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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

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

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

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

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07
다음 중 주어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①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②   대상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대조하고 있다.

③ 대상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

④   대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다.

⑤   대상을 설명해 주는 이론을 비교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

하고 있다.

08
다음 중 주어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롤스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 정의라고 보겠군.

②   노직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롤스는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겠군.

③   노직은 부유층에게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 빈민층을 위

한 복지를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정의가 아니라고 보겠군.

④   롤스가 설정한 ‘원초적 입장’은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

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일

컫는 말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군.

⑤   왈처는 기부금을 내고 대학을 들어가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생각하

겠군.

[09~10]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돌팔이 의사가 매우 친숙한 시절이 있었다. 병원 가

기가 워낙 어려워, 어깨너머 곁눈질로 의술을 익힌 이들

이 용돈 벌이 겸 이웃 돕기로 하는 진료가 빈번했다. 돌

팔이 진료가 사라진 데에는 1977년 시작된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다. 건강보험으로 병원 ㉡ 문턱이 낮아지자 국

민 건강도 크게 나아졌다. 1960년대 50세가 조금 넘었던 

국민의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에 다가섰으니 건강보험의 

공이 적지 않다.

하지만 건강의 축복을 모두가 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

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는 지역이나 학력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렇게 건

강과 수명에서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부의 불평

등 탓이 크지만, 건강 같은 필수적 욕구에서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등으로 보장해 주는 

공적인 의료비 지원이 낮으니, 환자의 사적 부담이 크다. 

병원비를 대다가 가계 파탄을 맞는 일도 드물지 않으니, 

질병은 가난으로 빠지는 ㉢ 지름길이 되었다.

산업화 시기 재정 부담을 피하려는 정부가 건강보험 급

여를 주는 의료 서비스 범위를 좁히고 보험 급여 서비스

에 대한 본인 부담을 높게 잡은 데에서 공적 보장의 부실

이 비롯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

스를 줄이고 본인 부담을 낮추는 노력으로 공적 보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후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

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암 보장 등 성과

를 거두었지만, 서구와의 격차는 여전하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거둔 재원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 했지만, 비급여 

서비스의 지출 증가와 고령화로 분출하는 의료 욕구를 따

라잡기 어려웠다. 

공적인 의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아쉬운 터에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 의료 보

험을 늘리자는 ㉣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은 주로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돕기 때문에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우는 한편, 고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키우게 된다. 

의료 서비스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정 질환에 대

해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는 기존 방식보다는 본인 부담 

총액 중 과도한 지출 부담을 면해주는 방식에 자원을 집

중해야 한다. 특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본

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어 의료 이용에서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현재 소득 계층에 따른 본

인 부담 차등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이를 좀 더 손보면 된

다. 하지만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서비스가 많

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본인 부담액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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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본인 부담 상한제의 효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정부 

재원을 늘려 필수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보험 틀 안으로 

포괄하는 게 급선무이다.

다음으로 공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지

출 증가에 낀 ㉤ 거품을 들어내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

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료 행위에 건당으로 보

상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는 의료진의 과잉 진료를 낳고 

의료 지출을 부풀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그 

개혁이 절실하다.

과도한 본인 부담을 막고 적정 비용을 유지하는 공적 

의료 보장의 실현이야말로 건강 평등 사회에 이르는 관문

이다. 

09
다음 중 주어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

르면?

①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대 수명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②   부의 불평등은 건강과 수명에서 계층 간 격차를 벌리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산업화 시기에 정부가 건강보험의 급여 서비스의 범위

를 좁혔다.

④   고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 

⑤   현재 소득 계층에 따른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실시되고 있다.

10
다음 중 문맥상 밑줄 친 ㉠~㉤의 뜻풀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 떠돌아다니며 기술, 물건 따위를 팔며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 어떤 일이 시작되거나 이루어지려는 무렵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③ ㉢: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 의견이나 주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

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12]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

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

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 보

통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 명칭

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

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

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 기

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

다. 기술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

며, 경쟁 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

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

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

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

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

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

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

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 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

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은 이미 상

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

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

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

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

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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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주어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을 고르면?

①   공공 표장은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군.

②   어떤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 데에는 ‘식별력’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군.

③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그 표장은 상표 등

록을 받을 수 없겠군.

④   상표만으로 그 상품의 출처를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

는 것은 기술 표장이라고 할 수 없겠군.

⑤   보통 명칭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겠군.

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

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34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데, 이는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다음 중 밑줄 친 ㉠~㉢의 예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고르면?

 ㉠ ㉡ ㉢

① 나일론 메리 초코파이

② 깡 나일론 커피

③ 오복채 장충동 족발 일동 막걸리

④ 자동차 가든 초당 두부

⑤ 김씨 농장 골드 새우

[13~14]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로크는 근대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 굴곡이 

심한 격변기에 일생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의 생애에 여러 통치 형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의 조

국인 영국은 전통적인 절대 왕정으로부터 공화제로 이행

되었고, 공화정의 지나친 진전에 대한 반동으로 왕정이 

복고되어 전제정치가 부활했으며, 마침내 명예혁명을 통

해 국민 주권에 기초를 둔 제한군주제가 확립되었다. 로

크가 주장하는 통치 형태가 제한군주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명예혁명의 승리는 곧 로크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로크 시대에는 국가 기원에 관해 여러 이론들이 경쟁했

다. 보댕과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한 왕권신수설은 왕은 

하느님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성불가침하

며 절대적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기원을 가족에서 찾고 

가장의 지배권이 발달하여 군주권이 되었다고 본 필머의 

가부장권설은 왕권신수설을 뒷받침하여 절대왕권을 옹호

했다. 한편,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생성되기 이전에 인간

과 자연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국가는 하느

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합의와 동

의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홉스는 사회계약설에 입

각하여 절대왕정을 옹호했는데, 이와 반대로 로크는 사회

계약설을 가지고 제한군주제를 변호했다.

로크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제공했

으며 또한 그들 삶의 이득과 편의를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졌으며, 각자 자신

의 신체를 이용한 노동의 결과물은 그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향유하여 소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양에 불과했으며, 이웃에 피

해가 될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혹

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면 자연법에 위반되며 처벌을 받

게 되었다고 보았다. 로크가 바라본 자연 상태 초기는 이

렇듯 자유스럽고 평화로웠다. 그런데 인간이 언젠가 금, 

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하지 않는 귀중품에 가치를 부

여해 이를 교환 수단인 화폐로 사용하게 되면서 사정은 

변했다는 것이다. 즉, 화폐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속적

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반면에 불평등

한 사유 재산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

이 흘러 자연 상태 후기에는 사유 재산이 축적되고 한정된 

토지와 자본에 대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 간 갈등

이 증폭되었기에, 화폐 경제가 지배한 사회는 이제 더 이

상 사유 재산을 보장할 국가의 설립 없이는 지탱할 수 없

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로크는 사람들이 국가의 설립을 

통해 보존하려는 대상을 총칭하여 ‘소유물’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생명’, ‘자

유’, ‘재산’으로 이해했다. 그는 국가 설립의 목적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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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소유물 보존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유감스럽

게도 확립된 법률의 부재, 무사 공평한 재판관의 부재, 

판결을 이행하는 권력의 결여로 사람들의 소유물을 보장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로크의 관찰 결과였다.

로크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 비로소 정치 사회가 존

재한다”고 보았다. 입법부에 법률제정권을 위임하고, 집

행부에 조력을 제공하며, 침해를 보상해 줄 권위를 가진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연 상태

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는 재판관은 입법부이거나 그것이 임명한 위정자라고 표

현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 권

력의 이권분립(二權分立)을 구상했다. 로크는 사람들이 

사회를 결성하게 된 목적은 소유물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확립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모든 국가의 기본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일이라 지적하면서 입법부에게 국가의 최고 권

력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로크는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자기 의지에 의해 국가 권력에 위임했다고 보았

다. 이러한 위임은 신탁을 한 국민과 신탁을 받은 국가 

권력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 신

뢰 관계가 무너지면 원래 주인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소

환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

다. 예컨대, 국민이 임명하지 않은 권력이 법률을 제정하

면 입법부의 변경이 야기될 수 있으며,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자, 즉 왕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방기함으로

써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 정부는 해체

될 수 있고, 입법부와 군주 중 어느 한편이 국민의 신탁

에 반해서 행동하여도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발생한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로크의 정치 

사상을 승인한 셈이었다. 그의 사상은 18세기 북미와 프

랑스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문은 로

크 정치이론의 핵심을 담았다. 그의 이론은 프랑스혁명에

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1789년 프랑스 국민의

회의 헌법초안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로크는 영국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의 창시자, 또는 위대한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다방면

에서 칭송을 받는다. 그중 그가 현대 민주주의에 미친 영

향이 가장 돋보인다. 그가 역설한 국민주권, 입헌주의, 

대의정부, 권력분립, 국가 권력의 제한 및 저항권, 법치

주의, 법 앞의 평등, 다수결 원칙, 사유 재산의 보호와 복

리 추구, 적법성의 기초로서 민주적 동의와 신뢰 등이 바

로 그 예이다.

14
다음 중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홉스의 주장은 보댕과 같은 사상가들의 의견과 맞닿아 

있군.

②   홉스와 로크가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인공적 산물이라

는 것이군.

③   홉스는 로크가 주장하는 국민의 저항권에 동의하지 않

겠군.

④   로크와 홉스의 차이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보는 관

점에서부터 드러나는군.

⑤   로크와 홉스는 사회계약설은 동의하면서도 그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군.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 본성을 지닌 개인

들은 자신의 이익을 한없이 추구하며 ‘만인에 의한 만인

의 투쟁’을 전개한다. 그는 서로 다투던 자연 상태 속의 

인민이 그들 개인이 가지던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주권

을 창조했다고 보았다. 즉, 인민은 생명의 지속성이 보장

되기 어려운 자연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하나의 

강력한 힘, 군주의 통제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자

는 계약을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방어와 좀 더 기능

적인 사회를 위해 권리를 억류하여 사회계약은 실용주의

적 자기 이익 추구의 바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보기

13
다음 중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① 로크는 화폐의 등장이 국가의 설립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입법부

라고 생각했다.

③   로크는 사람들이 국가의 설립을 통해 보존하려는 대상

인 소유물에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④   로크의 사상은 그의 조국인 영국에서도 인정받았고, 프

랑스와 미국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⑤   로크는 국민이 국가에 자신의 권력을 신탁한 것이므로, 

국가가 방만하게 행동하면 그 권력을 소환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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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다음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제와 관련된 

규정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 

시오.

제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

를 통할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1.   기획상임이사: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

실 및 홍보실 업무

 2. 총무상임이사: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업무

 3.   징수상임이사: 자격부과실·통합징수실 및 고객지

원실 업무

 4.   급여상임이사: 급여보장실·급여전략실·보장사업

실·급여운영실·건강관리실·급여관리실 및 의료

기관지원실 업무

 5.   장기요양상임이사: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

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

사한다.

제5조(직원의 구분) ① 공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군으로 

구분한다.

 1.   일반직: 행정, 경리, 감사, 전산, 기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

  가.   행정직: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

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나.   건강직: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지원업무 등에 종

사하는 직원

  다.   약무직: 요양급여비용 계약, 약가협상 등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라.   요양직: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방문조사 등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마.   전산직: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바.   기술직: 전기, 기계, 건축 등 기술업무에 종사

하는 직원

 2.   연구직: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에 종사

하는 직원

 3.   별정직: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

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

 4.   기능직: 운전, 차량관리, 차량 관련 행정사무 등의 업

무에 종사하는 직원

②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은 각각 1급부터 6급(갑, 을)까

지의 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연구직은 원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전문연구위원, 연

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

로 구분한다.

④   기능직은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직급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직무대리) ① 임원 및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

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이사장의 직무는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

른 상임이사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순

서에 따른 부서장이, 상임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

이 각각 대리한다. 다만, 급여상임이사의 직무는 

급여보장실, 건강관리실, 급여전략실, 보장사업실, 

급여운영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의 순서

에 따라 그 부서장이 대리한다. 

16
다음 중 급여상임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것을 고르면?

① 의료기관지원실

② 건강관리실

③ 급여보장실

④ 요양급여실

⑤ 급여관리실

15
다음 중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①   전기, 기계, 건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렬은 전산직

이다.

② 기술직의 직급은 1급부터 6급(갑, 을)까지로 나뉜다.

③   상임이사의 직무에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

산상황 감사도 포함된다.

④   기능직은 기능1급부터 기능8급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의 직무는 이사장이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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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손성의 원리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기반으로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정중 어법은 상대방

이 듣기 싫어하는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에

게 부담이나 손해를 끼치는 말보다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주 이야기하고 칭찬을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화법이다. 

정중 어법의 핵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정중

함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공손성의 원리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격률이 있다. 

㉠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

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을 최대화하

라는 것이다. 이 격률은 말의 내용에 관한 것과 말하는 방

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대화 시 정중성의 크기는 

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쪽이 훨

씬 더 예의를 잘 갖춘 것이 되며, 상대방에게 수고로움이

나 손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나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정중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 관용의 격률이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

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이 

격률의 핵심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지게 될 

짐을 자신이 대신 진다는 것이다. 

㉢ 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친구가 자신의 애인을 소개

하는 자리에서 친구에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

고 말해 주는 것이나 친구의 애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찬동의 격률을 지키는 것이 된다. 

㉣ 겸양의 격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

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에 지나치게 상대방

의 칭찬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무분별하게 깎아 내리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적당한 수준을 고려하여 겸양

의 격률을 지킬 필요가 있다. 

㉤ 동의의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

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동의의 격률

은 특히 상대방과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갈등이나 대립

을 피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7
밑줄 친 ㉠~㉤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① ㉠ ② ㉡  ③ ㉢

④ ㉣ ⑤ ㉤

재민:   내가 어제 결석해서 수업을 못 들었는데, 미안하지

만 노트 좀 빌려 줄 수 있어?

혜원: 그래. 여기.

재민: 고마워. 다음번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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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밑줄 친 ㉠~㉤의 대화 격률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사례를 고르면?

① ㉠ 요령의 격률

•  학급 회장: 선생님, 이번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많이는 

아니고 딱 3분만 교가 연습을 해도 될까요? 대신 저희

가 47분 내내 평소보다 두 배로 수업을 열심히 듣겠습

니다. 

•교사: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요. 

② ㉡ 관용의 격률

•  교사: 반 친구들이 연휴를 보내는 동안 진로 과제를 

잊을까 봐 걱정이구나. 네가 과제 기간 중에 한 번 강

조해 줄 수 있겠니?

•  학습 부장: 네, 제가 연휴 시작 전 교실에서 이야기하

고, 연휴 기간에 시간 내서 문자도 한 번 돌리겠습니다. 

③ ㉢ 찬동의 격률

•교수: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대학생: 교수님, 항상 친절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가끔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지만 그건 정

말 가끔 있는 일입니다. 매번 강의 자료를 정성껏 만

들어서 강의해 주시는 분은 교수님뿐입니다. 

④ ㉣ 겸양의 격률

•  면접관: 지원자는 고등학교 내신은 좋지 않은데 대학

교 성적은 매우 좋군요.

•  지원자: 고등학교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에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⑤ ㉤ 동의의 격률

•  영희: 우리 ‘허준’ 볼까? 나는 현대극보다 이런 게 좋

더라고.

•철수: 코미디 영화는 없어? 나는 실컷 웃고 싶은데.

•  영희: 정말? 나도 오늘은 영화 보면서 실컷 웃고 싶다

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허준 보자. 허준이 코미디 

영화거든.

•철수: 아, 정말? 우리 정말 잘 통한다. 

19
노 대리와 정 대리가 함께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노 대리가 5일간 일하고, 남은 일을 정 대리가 8일 걸려서 

끝냈다. 다음 중 전체 일을 노 대리가 혼자서 할 때 며칠 만

에 끝낼 수 있는지 고르면?

① 9일 ② 10일   ③ 11일

④ 12일  ⑤ 13일

20
어느 회사에서는 제품A의 원가에 4할의 이익을 붙여 정가

를 매긴다. 정가에서 1할 5푼을 할인하여 팔면 9,500원의 

순이익이 생긴다고 할 때 제품A의 원가를 고르면?

① 48,000원  ② 49,000원  ③ 50,000원

④ 51,000원  ⑤ 52,000원

21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내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기

술본부 직원들은 A추첨통에 명함을 10개, B추첨통에 5개 

넣었고, A추첨통에는 명함이 총 80개, B추첨통에는 명함이 

총 65개 들어 있다고 한다. 각 추첨통마다 명함을 하나씩만 

꺼낸다고 할 때, A, B추첨통 모두에서 기술본부 직원의 명

함이 나올 확률을 고르면?

① ;10!8; ② ;10!4;  ③ ;5Á2;

④ ;10#4; ⑤ ;2Á0;



14에듀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22
어느 회사의 대리, 과장, 차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회 

의실 의자 1
3
에 대리가 앉아 있고, 나머지 1

4
에 과장이 앉

아 있고, 차장이 6명이 앉았을 때, 비어 있는 의자는 전체 의

자의  3
10

이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직원 수를 고르면?(단,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다.)

① 18명  ② 21명   ③ 24명

④ 27명  ⑤ 30명

24
청동 B 180kg과 청동 C를 섞어 주석이 30%가 포함된 새로

운 청동을 생성했다. 이때 생성된 새로운 청동은 총 몇 kg 

인가?

① 300kg ② 320kg  ③ 350kg

④ 360kg ⑤ 400kg

[그래프] 구리와 주석의 비율 (단위: %)

구리

주석

청동 청동 청동 

[23~24] 다음은 청동 A, B, C에 대하여 구리와 주석의 비율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3
청동 A와 청동 B를 섞어 청동 45kg을 만들었다. 새로 생성

된 청동의 구리 비율이 70%라고 할 때, 청동 A는 몇 kg을 

섞었는가?

① 10kg ② 12kg  ③ 15kg

④ 18kg ⑤ 21kg

25
다음 [그래프]는 2018년 지역별 초, 중,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관한 자료이다. 중소도시의 초, 중, 고등

학생 수를 50만 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중소도시의 총 영

어 월평균 사교육비로 옳은 것을 고르면?

① 395,000,000원  ② 3,750,000,000원

③ 3,950,000,000원 ④ 37,500,000,000원

⑤ 39,500,000,000원

[그래프] 지역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 원)

대도시 서울 광역시 대도시 이외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수학 국어 영어 사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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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 가입자 강◯◯이 지불해

야 할 2017년 월 건강보험료를 고르면?(단, 10원 미만은 절

사한다.)

① 158,940원 ② 161,820원 ③ 162,640원

④ 163,450원 ⑤ 164,680원

26
다음은 2017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건강보험료]

�   가입자 세대의 소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  연간 소득 500만 원 초과 세대: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

를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의 범위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연간 소득 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 소득: 연간 소득 금액의 20% 적용

 •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재

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

기 및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 금액의 30% 적용

     [월세평가: 월세보증금+(월세금Ö0.025)]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최고등급(30등급)의 

점수(372점)는 소득 최저등급(1등급)의 점수(380점)

보다 낮음

�   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을 점수로 표시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17년 179.6원)을 곱하여 산정

《세대당 보험료=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179.6원(부과점수당 금액)》

※ 십 원 미만은 버림

[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별ㆍ나이

(1월 1일 

기준)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재산(만원)

-없으면 0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없으면 0점

6만4천원

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9.1)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12.2)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15.2)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다만, 소득 금액이 500

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 금액을 50만 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

을 추가로 더하여 산정한다. 

[표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표1] 지역 가입자 강◯◯의 정보

가입자 재산(주택)과표 자동차 연간 이자 소득 금액

세대주 강○○ 66세

배우자 이△△ 62세
12,000만 원(490점)

연간 세액 

14만 4천 원(47점)
480만 원

※ 이자 소득 외 소득 없음

※ 배우자 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강◯◯이 배우자 이△△의 건강보험료까지 지불함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

21 25.2〜26.3 263

22 26.4〜27.5 275

23 27.6〜28.7 287

28 33.5〜34.6 348

29 34.7〜35.8 360

30 35.9 이상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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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경부에서는 유역별 하천생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① 전국 하천의 포유류는 216종이다.

②   무척추동물이 가장 적게 서식하는 권역에 나머지 생물

종도 가장 적게 서식한다.

③ 금강권역의 생물종수는 제주도의 두 배 이상이다.

④ 전국 하천의 양서·파충류는 최소 20종이다.

⑤ 영산강권역의 생물종수는 총 1,204종이다.

[표] 유역별 하천생태 현황 (단위: 종)

구분 전국
한강

권역

낙동강

권역

금강

권역

섬진강

권역

영산강

권역
제주도

식생 993 389 433 408 294 165 85

무척추

동물
2,809 905 1,035 1,298 916 654 493

어류 174 144 128 107 93 79 31

양서·

파충류
- 50 52 58 38 33 20

조류 372 319 283 282 218 223 141

포유류 - 48 42 37 23 30 24

28
통합물정보처의 김 대리가 유역별 인구 현황 자료를 분석하

고 있다. 다음 [표]를 바탕으로 김 대리가 분석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표] 유역별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강 20,194,653 20,291,100 20,681,829 20,724,822 20,773,245 20,814,841

낙동강 6,584,509 6,583,345 6,631,829 6,648,725 6,627,804 6,632,976

태화강 833,852 839,170 837,047 842,586 867,599 873,206

금강 3,222,483 3,230,185 3,274,749 3,299,659 3,320,856 3,341,940

삽교천 795,294 814,582 824,547 843,431 890,522 904,870

만경/동진 1,355,215 1,353,674 1,319,136 1,322,171 1,325,886 1,326,059

섬진강 302,427 297,737 296,580 296,829 295,270 294,255

영산강 1,770,716 1,779,246 1,803,612 1,810,093 1,833,642 1,837,082

탐진강 39,189 38,977 40,193 40,251 39,306 39,370

제주도 560,618 562,663 571,255 576,156 583,713 593,806

㉠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유역은 다섯 곳이다.

㉡   섬진강 유역의 전년대비 인구 변화량이 가장 큰 해는 

2010년이다.

㉢   매년 한강 유역에는 낙동강 유역의 세 배 이상의 인구

가 있다.

㉣   매년 낙동강 유역에는 금강 유역의 두 배 이상의 인구

가 있다.

㉤ 제주도 유역의 6년 평균 인구 수는 57만 5천 명 이상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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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질연구센터의 지 대리는 수계별 하천 수질 현황을 조사하

였다. 다음 [표]를 바탕으로 지 대리가 조사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도가 가장 높은 강의 pH가 가장 높다.

②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합이 증

가할수록 용존산소는 감소한다.

③   부유물질이 가장 많은 지역의 총대장균군수는 88×103/l

이다.

④ 섬진강의 E-COLI군수는 전체평균보다 높다.

⑤ 모든 지역의 COD는 BOD의 두 배 이상이다.

[표] 수계별 하천 수질 현황 

구분
온도

(℃)
pH

DO

(㎎/ℓ)

COD

(㎎/ℓ)

BOD

(㎎/ℓ)

SS

(㎎/ℓ)

E-COLI

(총대장균

군수/

100㎖)

전체

평균
15.3 7.9 10.2 5.3 2.1 9.5 1.3_104

한강 14.6 7.9 10.4 5 2.3 8 3.7_104

낙동강 16.2 8.2 10.3 5.4 2.2 10.7 3.3_103

금강 15.7 8 10.2 6.9 2.7 13.2 8.8_103

영산강 16 7.9 10.8 5.9 2.6 12.4 1.0_104

섬진강 14 7.5 9.4 3.3 0.8 3.3 4.1_103

※ pH: 수소이온농도 ※ DO: 용존산소 ※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 SS: 부유물질 ※ E-COLI: 대장균군

[30~31] 다음은 행정구역별 취수장 현황에 관한 [표]이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단, 일 년은 365일

라고 가정한다.)

[표] 행정구역별 취수장 현황 

구분
설계시설용량 

(m3/일)

연간 취수량

(m3/년)

일평균 취수량

(m3/일)

연간 공급량

(m3/년)

서울 7,120,000 1,089,842,684 2,985,870 1,089,842,684

부산 2,913,800 381,863,032 A 381,863,032

대구 1,189,000 226,462,439 B 216,318,543

인천 705,160 168,759,549 C 168,759,549

광주 360,000 108,222,519 D 108,221,799

대전 1,350,000 195,857,930 E 195,857,930

울산 270,000 61,243,396 167,790 74,569,814

세종 4,000 954,354 2,615 928,892

경기 1,405,500 293,995,395 821,203 292,970,231

강원 913,784 194,837,383 536,044 192,267,096

충북 337,730 88,591,278 242,716 86,106,488

충남 101,700 19,407,657 55,592 19,269,789

전북 157,970 46,430,948 127,276 47,292,215

전남 264,424 70,347,362 193,555 69,963,317

경북 787,890 208,854,700 595,587 207,404,479

경남 1,324,310 269,023,745 741,436 266,821,674

제주 460,725 150,056,570 411,114 150,056,570

K-water 17,553,400 3,724,858,596 10,323,194 3,724,858,596

30
위 [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연간 취수량과 연간 공급량이 같은 곳은 총 여섯 곳이다.

㉡   설계시설용량이 가장 큰 곳에서 연간 공급량도 가장 

많다.

㉢   제주의 연 설계시설용량은 연간 취수량의 두 배 이상

이다.

㉣   연간 공급량이 세 번째로 많은 곳의 연간 설계시설용

량은 106,353,700mÜ`이다.

㉤   모든 지역에서 연간 공급량은 연간 취수량보다 같거나 

적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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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표]의 A~E에 들어갈 값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

을 고르면?(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A: 1,046,100  ② B: 620,445

③ C: 462,357  ④ D: 296,600

⑤ E: 536,579

32
다음 [보기] 중에서 주어진 [표]의 2009년부터 2013년에 대

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소득분배가 매년 평등해지는 국가는 총 두 곳이다.

㉡   2011년에 비해 2012년 노르웨이 상류층의 소득액은 

증가하였다.

㉢   지니계수가 매년 높아지는 국가는 매년 세 번째로 소

득분배가 불공평하다.

㉣   2012년 다섯 번째로 소득분배가 평등한 나라는 2013

년에도 다섯 번째로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0년과 2013년에 계층 간 소득

분배액의 차이는 동일하다.

보기

33
다음 [보기]의 조건을 보고, 2014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

일, 스웨덴, 스위스 중 소득분배가 두 번째로 불평등한 국가

를 고르면?

① 오스트리아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스웨덴 ⑤ 스위스

•  오스트리아는 2012년에 비하여 소득분배가 불평등하

고, 2013년에 비해 평등하다.

•  프랑스는 2012년 스위스에 비하여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독일의 소득분배 평등도는 전년과 동일하다.

•  스웨덴의 소득분배는 2013년에 비하여 불평등해졌고, 

2014년 프랑스에 비해서는 평등하다.

•스위스의 소득분배는 2014년 독일에 비해 불평등하다.

보기

[32~33] 다음 [표]는 연도별, 국가별 지니계수에 관한 자료

이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표] 연도별, 국가별 지니계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일본 0.336 0.332 0.330 0.330 0.326 0.326

캐나다 0.320 0.319 0.316 0.321 0.322 0.320

멕시코 0.471 0.466 0.462 0.457 0.455 0.459

미국 0.379 0.380 0.389 0.391 0.396 0.394

칠레 0.510 0.508 0.503 0.481 0.465 0.461

오스트리아 0.289 0.280 0.282 0.276 0.280 A

프랑스 0.293 0.303 0.309 0.308 0.294 B

독일 0.288 0.286 0.293 0.289 0.292 C

네덜란드 0.283 0.283 0.281 0.281 0.280 0.283

노르웨이 0.245 0.249 0.250 0.253 0.252 0.253

스페인 0.333 0.339 0.340 0.335 0.346 0.341

스웨덴 0.269 0.269 0.273 0.274 0.281 D

스위스 0.298 0.291 0.289 0.291 0.295 E

영국 0.345 0.341 0.348 0.351 0.358 0.352

오스트레일리아 0.340 0.336 0.331 0.326 0.325 0.327

뉴질랜드 0.324 0.326 0.323 0.333 0.332 0.330

※   지니계수: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높은 수치

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19에듀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34~35] 다음 [그래프]와 [표]는 2018년 응답자 특성별 국

내 관광여행 시 이용한 예약 서비스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

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단, 주어진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그래프] 가구원 수별 국내 관광여행 시 이용한 예약 서비스 (단위: %)

[표] 가구소득별 국내 당일 관광여행 시 이용한 예약 서비스 (단위: %)

구분
교통

수단

차량

대여

관광

명소

레저

시설

체험 

프로그램
기타

50만 원 미만 42.5 20.8 0 0 0 36.7

50만~

100만 원
50.8 27.2 5.2 6.2 0 10.5

100만~

200만 원
33.9 41.3 2.9 1.1 0 20.8

200만~

300만 원
55.6 22.8 3.1 8 6 4.6

300만~

400만 원
29.5 32.3 0 13.9 8.5 15.8

400만~

500만 원
18.8 11.8 8.3 30.7 6.3 24.1

500만~

600만 원
14.9 28.7 0 27.5 10.5 18.3

600만 원

이상
28.3 17.3 12.7 18 5.3 18.3

34
다음 중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단, 기타는 제외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모든 집단에서 교통수단 또는 차량대여 예약 비율이 

가장 높다.

㉡   가구소득이 50만~100만 원인 가구 중 관광명소를 예

약한 가구가 156가구라면 레저시설을 이용한 가구는 

186가구이다.

㉢   4인 가구 중 소득이 300만~400만 원인 가구의 비율

이 10%라면 4인 가구이면서 소득이 300만~400만 원

인 가구의 체험프로그램 예약 비율은 6.3%이다.

㉣   전체 집단의 교통수단 예약 비율 중에서 그 비율이 가

장 적은 집단은 체험프로그램 예약 비율 중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높다.

㉤   소득이 100만~200만 원인 가구 중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가구는 한 곳도 없다.

35
가구원 수별 교통수단 예약 가구 수가 다음 [보기]의 조건을 

따를 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예

약한 가구는 총 몇 가구인지 고르면?

① 251가구 ② 253가구 ③ 255가구

④ 257가구 ⑤ 259가구

•전체 응답자 가구 수의 합은 11,000가구이다.

•  응답자 가구 중 교통수단을 예약하는 가구 수는 3,282

가구이다.

•4인 가구 수는 5인 이상 가구 수보다 500가구가 많다.

•  교통수단을 예약하는 가구 수는 2인 가구 수가 3인 가

구 수보다 171가구가 많다.

•  3인 가구 수는 4인 가구 수보다 총 1,000가구가 적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417가구가 적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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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회사는 인턴 사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80일 후 정직원으로 

전환 채용한다고 한다. 다음 중 2017년 1월 16일 월요일에 

채용된 인턴 사원이 정직원이 되는 날을 고르면?(단, 180일이 

되는 날이 주말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① 2017년 7월 16일 월요일 

② 2017년 7월 16일 화요일

③ 2017년 7월 16일 목요일 

④ 2017년 7월 16일 금요일

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37
A회사에서는 직장 내 동호회를 만들려고 한다. 각 직원들이 선

호하는 동호회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가 [보기]와 같을 때 항

상 참인 것을 고르면?

①   영화감상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자전거부를 선호하지 않

는다.

② 배드민턴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독서부를 선호한다.

③ 테니스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자전거부를 선호한다.

④   테니스부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은 영화감상부를 선호하

지 않는다.

⑤   자전거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독서부를 선호하지 않는다.

•  영화감상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독서부를 선호하지 않

는다.

•테니스부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은 독서부를 선호한다.

•  배드민턴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영화감상부를 선호하지 

않는다.

•  배드민턴부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은 자전거부를 선호

한다.

보기

38
다음 [보기]의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명제로 가장 알맞은 것

을 고르면?

① 방향제를 뿌리면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② 방향제를 뿌리면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

③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창문을 열지 않는다.

④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사라진다.

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환기를 시킨다.

•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연다.

•환기를 시키지 못하면 방향제를 뿌린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방향제를 뿌린다.

보기

39
송변전운영처는 계통운영부, 송전운영부, 변전운영부, 제어

기술부, 계통보호부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가 거짓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단, 거짓

인 조건은 모든 정보가 거짓이다.)

① A만 옳다.

② B만 옳다.

③ A, B 모두 옳다.

④ A, B 모두 옳지 않다.

⑤ A, B 모두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거나 변전운영부이다.

㉡ 신 대리는 계통운영부가 아니다.

㉢ 신 대리는 변전운영부이다.

㉣ 신 대리는 제어기술부나 계통보호부가 아니다.

조건

•A: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다.

•B: ㉠은 거짓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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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변환건설부의 가, 나, 다, 라, 마, 바가 일정한 간격으로 원탁

에 앉아 회의를 하고 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보고 [보

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① A만 옳다.

② B만 옳다.

③ A, B 모두 옳다.

④ A, B 모두 옳지 않다.

⑤ A, B 모두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 가는 마와 마주보고 있다.

㉡ 나의 오른쪽 옆자리에는 바가 있다.

㉢ 다의 왼쪽 옆자리에는 가가 앉아 있다.

㉣ 라는 마와 이웃하여 앉아 있다.

조건

•A: 나의 맞은편에는 다가 앉아 있다.

•B : 다와 바는 이웃하여 앉아 있다.

보기

41
A, B, C, D, E, F, G는 저녁 메뉴를 고르는데, 양식, 한식, 중

식, 분식 중에서 선택하였다. 다음 [보기]가 참일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양식을 먹은 사람은 세 명이다.

② 한식을 먹은 사람은 한 명이다.

③ 한식은 분식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먹었다.

④ 양식은 분식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먹었다.

⑤ 중식을 먹은 사람은 한 명이다.

•A와 D는 같은 메뉴를 선택했다.

•C와 같은 메뉴를 고른 사람은 없다.

•양식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고 그중 E도 있다.

•B는 분식을 선택했고, 다른 한 명과 함께 먹었다.

•각 메뉴는 적어도 한 명 이상 먹었다.

보기

42
A회사의 이 차장, 송 과장, 조 과장, 김 대리, 이 대리, 조 주임이 

기숙사에 살고 있다. 기숙사는 5층까지 있고, 1라인(101호

~501호)과 2라인(102호~502호)이 있다. 각 방에는 한 명씩 

거주하고, 네 방은 비어있다. 각 직원들이 [보기]에 따라 거주한

다고 할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면?

① 조 과장은 송 과장보다 높은 층에 거주한다.

② 김 대리는 조 주임과 같은 라인에 거주한다.

③ 김 대리의 윗집은 비어있다.

④ 이 차장은 501호에 거주한다.

⑤ 4층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

•  각 라인에는 세 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직급이 모두 다

르다.

•  성이 같은 사람들은 서로 같은 층과 같은 라인에 거주

하지 않는다.

•  같은 라인의 경우 거주하는 층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

아진다.

•대리는 서로 같은 층에 산다.

•송 과장의 위, 아래, 옆집은 비어있다.

•조 주임은 102호에 거주한다.

보기

43
A, B, C, D가 어느 회사의 최종면접을 보았다. 두 명은 사무 

직렬, 두 명은 기술 직렬에 지원하였다. 각각 직렬별로 한 명

씩 뽑을 예정이다.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고려할 때, 옳은 것

을 고르면?

① C는 사무직에 지원하였다.

② B는 합격하였다.

③ C는 합격하였다.

④ D는 밤색 옷을 입고 왔다.

⑤ D는 남자다.

•A와 B는 성별이 다르다.

•사무직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왔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 한 명씩이다.

•밤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은 기술 직군에 합격하였다. 

•C는 남색 옷을 입고 왔고, 남자다. 

•네 명의 지원자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다.

•사무직에 합격한 남자는 A이다.

•C와 D는 같은 직군에 지원하였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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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오 주임은 11일 오전 10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시드니로 출장을 가고자 한다. 시드니는 한국보다 1시간이 

빠르고 인천 - 시드니 비행시간이 10시간 40분일 때, 오 주

임이 도착하는 시드니 시각을 고르면?[단, 현재 서머타임

(summer time)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11일 오후 7시  ② 11일 오후 8시

③ 11일 오후 9시  ④ 11일 오후 10시

⑤ 11일 오후 11시

45
다음 [표]는 어느 펜션의 요금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주어

진 [보기]의 상황에서 A, B, C 일행이 각각 지불한 총 요금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를 고르면?

① 128,000원 ② 134,000원 ③ 140,000원

④ 144,000원 ⑤ 156,000원

[표]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 규정 (단위: 원)

구분

요금

성수기

(1, 7, 8월)

비수기

(1, 7, 8월 외)

야영시설
원목 데크(개) 30,000

오두막(동) 50,000

숙박시설
3인실 80,000 65,000

5인실 150,000 125,000

※ 시설당 1일 기준 금액임

※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자녀가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비수기에 한해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의 50%를 할인함(단, 성수기는 30% 할인함)

※   야영시설 요금은 머문 일수만큼, 숙박시설 요금은 숙박 일수만큼 계산함

•  A(만 45세)는 아내(만 45세), 자녀 3명(각각 만 17세, 

15세, 10세)과 함께 펜션에 7월 중 3박 4일간 머물렀

다. A 일행은 5인용 숙박시설 1실을 이용하였다.

•  B(만 25세)는 어머니(만 55세, 장애인), 아버지(만 58

세)를 모시고 펜션에서 12월 중 6박 7일간 머물렀다. 

B 일행은 오두막 1동을 이용하였다.

•  C(만 21세)는 동갑인 친구 3명과 함께 펜션에서 10월 

중 9박 10일 동안 머물렀다. C 일행은 원목 데크 1개

를 이용하였다.

보기

46
다음은 2018년 B 제약회사에 대한 SWOT 분석을 한 것이

다. 주어진 환경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전략과 그 내용의 연

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SO 전략(강점/기회 전략)-일반 의약품의 TV광고에 

브랜드명을 강조하여 고령자들이 약국에서 브랜드 명으

로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②   SO 전략(강점/기회 전략)-정부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질병에 대한 생물의약품 개발 시작

③   ST 전략(강점/위협 전략)-기존 보유 신약의 제형을 획

기적으로 변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기간 연장

④   WO 전략(약점/기회 전략)-신약 개발 실패 시 비용 일

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약 산업 정책 이용

⑤   WT 전략(약점/위협 전략)-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가

장 경쟁력 있는 국내 제약사와 기술 협력으로 생물의약

품 신약 공동 개발 추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 

파워

•  국내 첫 생물의약품 신약 개발 

투자 시작

•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

•  일부 인기 일반의약품에 집

중된 매출 의존도

•  최근 신약 개발 실패로 막대

한 손실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고령화에 따른 시장 확대 전망

•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

•  해외 거대 제약사들의 한국 

진출 증가

•해외 의약품 수입 장벽 완화

•  기존 보유 신약 특허 만료 기

간이 얼마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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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E 다섯 후보지의 저수면적 등이 다음과 같을 때, 정비사

업비 한도가 가장 낮은 후보지를 고르면?

① A후보지 ② B후보지 ③ C후보지

④ D후보지 ⑤ E후보지

[표] 후보지별 정비사업

구분
저수면적

(km2)

총 저수용량

(백 만m3)

수몰세대 수

(세대)

개발수요

(인/km2)

A후보지 8 120 480 120

B후보지 10 320 250 55

C후보지 16 280 120 40

D후보지 4 55 360 80

E후보지 1 35 520 160

48
한국수자원공사 정비사업팀은 각 후보지의 현황을 실사하

기 위하여 본사에서 출발하여 후보지를 한 번씩 방문한 후 

다시 본사로 돌아오려고 한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고르면?

① 146km ② 156km ③ 166km

④ 176km ⑤ 186km

[정비사업비 한도금액 산출]

저수면적 총 저수용량

구분

(km2)
계수

구분

(백 만m3)
계수

15 이상 1.5 300 이상 1.0

10 이상

15 미만
1.2

100 이상

300 미만
0.8

7 이상

10 미만
0.9

70 이상

100 미만
0.6

5 이상

7 미만
0.6

50 이상

70 미만
0.4

3 이상

5 미만
0.3

30 이상

50 미만
0.3

3 미만 0
20 이상

30 미만
0.2

수몰세대 수 개발수요

구분

(세대)
계수

구분

(인/km2)
계수

500 이상 0.8 130 이상 0.5

300 이상

500 미만
0.6

100 이상

130 미만
0.4

150 이상

300 미만
0.4

70 이상

100 미만
0.3

100 이상

150 미만
0.2

50 이상

70 미만
0.2

100 미만 0.1 50 미만 0.1

※ 기초금액: 100억 원_(수몰세대 계수 + 개발수요 계수)

※   추가금액: 200억 원_(저수면적 계수 + 총 저수용량 계수 + 수몰세대 계

수 + 개발수요 계수)Ö4

[정비사업 후보지 위치]

후보지

후보지

본사

후보지

후보지

후보지

[47~48]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

조에 의거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저수면

적, 총 저수용량, 수몰세대 및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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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보기]는   공사 박 대리가 2018년 1월에 전자 서비

스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한 내용이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르

게 응대한 것을 고르면?

①   커피를 쏟으셨다면 침수세척과 내부청소만으로도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45,000원이며, 총 소요

시간은 60분입니다.

②   커피가 메인보드에 스며들어 오류를 일으키다 전원이 

잘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메인보드를 교

체하셔야 하는데 비용은 152,000원입니다.

③   배터리 이상으로 인한 고장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장은 

커피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드

립니다. 제품수리과정의 총 소요시간은 23분입니다. 

④   말씀하신 증상은 하드디스크 오류같습니다. 이 경우 하

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셔야 하는데 

비용은 104,000원입니다.

⑤   전원이 잘 켜지지 않는다면 커피를 쏟은 것과 상관없이 

파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파워를 교

체해야 하면 고객님의 동의 후 수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노트북은 2015년 6월에 업무용으로 구

매한 것입니다. 며칠 전 노트북에 커피를 쏟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 전원을 켜면 켜지기는 하는데 작동이 되

다 안되다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부터는 전원버튼을 

눌러도 잘 켜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맡겨서 수리하

려고 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알려주세요.

보기

50
다음과 같이 부품을 두 개씩 교체하려고 한다. 수리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는 경우를 고르면?(단, 동시에 제품을 수리 

할 수 없다.)

① LCD, 파워  ② 메모리, CPU

③ 메인보드, 배터리 ④ 키보드, CPU

⑤ 하드디스크, 파워

[49~50] 다음은 전자의 노트북 관련 서비스 규정이

다. 주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전자 노트북 서비스 규정

1. 제품수리과정

제품 입고 후 → 제품 확인 → 제품 수리 → 제품 출고 

3분 5분

※   제품확인 결과 서비스 요금이 50,000원 이상이면 각 제품당 고객 동의 후 제

품수리가 진행되며, 고객 동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임

2. 서비스 요금 및 시간 규정

구분 부품비 수리비 수리시간

LCD 150,000원 14,000원 20분

배터리 42,000원 5,000원 12분

메인보드 140,000원 12,000원 16분

CPU 85,000원 8,000원 24분

메모리 26,000원 5,000원 12분

파워 34,000원 5,000원 16분

하드디스크 71,000원 6,000원 20분

키보드 또는 터치바 48,000원 6,000원 8분

윈도우 설치 - 30,000원 60분

침수세척 - 25,000원 40분

내부청소 - 20,000원 20분

※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와 수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 부품비는 제품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함

※   수리비는 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시간)에 따른 순수 기술료

를 말함

3. 품질보증기간

부품 품질보증기간

LCD 2년

배터리 3년

메인보드 2년

CPU 2년

메모리 2년

파워 1년

하드디스크 1년

키보드 또는 터치바 3년

※   품질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비와 수리비가 무상이며, 품질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은 수리비가 무상임

※   고객과실로 인한 파손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부품비와 수리비의 

50%를 청구하고, 품질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은 수리비의 50%를 청

구함

수리시간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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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② ② ③ ④ ⑤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① ② ④ ① ④ ①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② ③ ① ⑤ ① ③ ④ ②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② ③ ⑤ ⑤ ⑤ ④ ③ ① 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③ ④ ④ ④ ③ ⑤ ③ ② ③ ③

01 ③

Quick해설  2009년 11월에 브라질에서 발생했던 블랙아웃은 3시간 

42분 만에 복구되었다는 것을 두 번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첫	번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02 ②

Quick해설  ㉠에는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

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에는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보합대화(保合大和)’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오답풀이]	 ①	㉠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

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③			㉠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④	㉠	재앙과	환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⑤	㉠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오히려	더	푸르다는	뜻

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03 ②

Quick해설  약물 검사관이 약물을 복용한 선수를 약물 복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기각의 오류를 범해도 자백하는 선수가 거

의 없으므로 대가를 치를 일도 거의 없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경기를	끝낸	운동선수가	약물	검

사	시	금지된	성분이	어느	기준	이상	검출되면	금지	약물을	복용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	선수로	판정하고	실격시킨다고	하였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대출

금을	상환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정하는	

기각의	오류를	범하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다

고	하였다.

④			네	번째	문단에서	약물	검사관이나	은행은	기준을	정할	때	비

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류의	대가를	줄이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약물	검사관은	채택의	오류를,	은행의	경우는	기

각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다.	

⑤			네	번째	문단에서	채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옮기면	

그만큼	기각의	오류가	늘어나고,	기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옮기면	그만큼	채택의	오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04 ③

Quick해설  주어진 글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가] - [다] - [나] - [라]

가 가장 적절하다.

[상세해설]	 선택지에	의해	글의	처음	부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

에서는	복지	국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최근	복지	국가	개념

이	쇠퇴하고	있는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	뒤에는	‘하지만’이라

는	접속사로	문단을	시작하며,	[가]에서	제시한	복지	국가	개념	

쇠퇴의	추세에	반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을	언급하며	어떤	복지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다]가	이어져야	한

다.	[나]에서는	[다]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

성이	훼손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의	뒤에	[나]가	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논의

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앞으로	복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라]가	와야	한다.

05 ④

Quick해설  고객이 구입하려는 차가 감면 대상 차량의 1항 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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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차량 1대에 한해 100%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父)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자	기준을	만족한다.	

②	9인승	승용차로	감면	대상	차량의	1항	가목	기준을	만족한다.

③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⑤			신청	시	감면	신청서와	취득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

하다.	

06 ⑤

Quick해설  [보기]에 이어질 글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나]–[라]–

[가]–[다]이다.

[상세해설]	 주어진	글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리학에서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단을	배열하면	된다.	우선	[나]에서는	장소에	대한	

렐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가]에서는	렐프	이후의	지리학자

인	로즈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가]는	[나]보다	뒤에	와야	

한다.	[라]는	렐프를	‘그’로	지칭하여	그의	견해를	계속해서	소개

하고	있으므로	[라]는	[나]	뒤에	와야	한다.	또한	[다]의	‘이러한	

시각’은	장소를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므로,	[다]

는	[가]	뒤에	와야	한다.	따라서	[나]–[라]–[가]–[다]	순서로	배

열되어야	한다.

07 ①

Quick해설  ‘정의’를 바라보는 롤스, 노직, 왈처의 관점들을 소개하

고 있다.

08 ②

Quick해설  두 번째 문단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

판에서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네 번째 문단에서 노직은 롤

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롤스와 노직 모두 사

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문단에	나온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

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

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따라서	롤스는	부유층에게	세금

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

합한	정의라고	본다.

③			네	번째	문단에서	노직은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

서	노직은	부유층에게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	빈민층을	위한	

복지를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롤스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

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	놓여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	입장

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왈처는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

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

으므로	왈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09 ④

Quick해설  네 번째 문단에서 고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키우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1960년대	50세가	조금	넘었던	국

민의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에	다가선	것은	건강보험의	공이	적

지	않다고	하였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건강과	수명에서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진	데

에는	부의	불평등	탓이	크다고	하였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산업화	시기에	재정	부담을	피하려는	정부

가	건강보험	급여를	주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좁혔다고	하

였다.

⑤			다섯	번째	문단에서	현재	소득	계층에	따른	본인	부담	차등제

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10 ①

Quick해설  문맥상 ‘돌팔이’의 뜻이 적절하지 않다.

[상세해설]	 ㉠의	‘돌팔이’는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

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11 ③

Quick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해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

우,	그	표장이	보통	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상표	등

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③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서	공공	표장은	식별력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

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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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글에서는	‘식별력’을	중심으로	하여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

록의	요건’과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네	번째	문단에서	기술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⑤			사과,	소금	등	어떤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보통	명

칭은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줄	수	없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12 ④

Quick해설  ‘자동차’는 보통 명칭, ‘가든’은 관용 표장, ‘초당 두부’는 

기술 표장이다. 

[상세해설]	 보통	명칭은	어떤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

용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자동차’는	이러한	보통	명칭에	해당

한다.	관용	표장은	원래는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지만	동종업자	

다수가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가든’이	이에	해당한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것을	기술	표장이라고	하는데	‘초당	두부’가	이에	해당

한다.	‘초당	두부’에서	‘초당’은	산지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		보통	명칭:	나일론,	자동차,	커피,	초코파이,	새우

•		관용	표장:	깡(과자),	오복채(장아찌),	메리(내의),	가든(음식점)

•		기술	표장:	김씨	농장,	장충동	족발,	골드,	일동	막걸리,	초당	두부

13 ③

Quick해설  세 번째 문단에서 로크는 사람들이 국가의 설립을 통해 

보존하려는 대상을 총칭하여 ‘소유물’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생명’, ‘자유’, ‘재산’으로 이해했다

고 언급하고 있다. 소유물 중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세	번째	문단에서	로크는	화폐가	불평등한	사유	재

산제를	초래하였으며,	화폐	경제가	지배한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사유	재산을	보장할	국가의	설립	없이는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인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네	번째	문단에서	로크는	모든	국가의	기본은	입법권을	확립

하는	일이라	지적하면서	입법부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여섯	번째	문단에서	영국에서	발생한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로크의	정치사상을	승인한	셈이며,	18세기	북미와	프랑스에	

로크의	사상이	급속히	전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곱	번

째	문단에서도	로크의	사상이	현대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다섯	번째	문단에서	로크는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	상

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자기	의지에	의해	국가	권력에	위임했

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임은	신탁을	한	국민과	신탁을	받은	

국가	권력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	신

뢰	관계가	무너지면	원래	주인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소환하

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라고	언

급하고	있다.

14 ①

Quick해설  [보기]에 나온 홉스의 주장을 보면 개인의 권리를 양도

하여 주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권력이 아래로부터 창조

된 것이다. 그러나 보댕의 왕권신수설은 왕은 하느님으로부터 권

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성불가침하며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므로 두 주장은 상반된 것이다.

[오답풀이]	 ②	홉스와	로크는	결국	국가는	국민의	필요성에	의해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공적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③			홉스는	인민이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군주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국가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억류된	것

이므로	로크가	주장한	저항권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지만	홉

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로	만인에	의한	만인

의	투쟁을	전개하는	존재로	보았다.

⑤			홉스는	국가와의	계약을	개인의	안정	보장의	측면에서	보고	개

인의	권리는	모두	양도되어	국가에	의해	억류되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로크는	소유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개인은	자신

의	권리를	자기	의지에	따라	국가	권력에	위임한	것으로	국가	

권력을	소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 ②

Quick해설  제5조(직원의 구분)-②에 의해 일반직은 1급부터 6급

(갑, 을)까지의 직급으로 하고, 기술직은 일반직의 한 종류이기 때

문에 옳은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제5조(직원의	구분)-①-1-바에	의하면	전기,	기

계,	건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렬은	기술직이다.

③			제4조(임원의	직무)-③에	의하면	해당	업무는	감사의	업무이

고,	감사는	상임이사가	아니다.

④			제5조(직원의	구분)-④에	의하면	기능직은	기능1급부터	기능

6급까지의	직급으로	한다.

⑤			제19조(직무대리)-①-2에	의하면	상임이사의	직무는	부서장

이	대리한다.

16 ④

Quick해설  제4조(임원의 직무)-②에 의하면 요양급여실은 장기요

양상임이사가 관장한다.

[상세해설]	 제4조(임원의	직무)-②에	의하면	급여상임이사는	급여

보장실·급여전략실·보장사업실·급여운영실·건강관리실·급여

관리실	및	의료기관지원실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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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①

Quick해설  [보기]는 ㉠ 요령의 격률 사례에 해당한다.

[상세해설]	 재민이는	먼저	자신이	부탁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	

후,	미안하다고	하면서	혜원이의	의사를	물어봐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대신해	이

익이	되는	표현인	‘요령의	격률’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보기]는	

㉠에	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18 ④

Quick해설  ④는 ㉣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예이다.

[상세해설]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학급	회장은	‘딱	3분만’이라고	하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으며,	‘47분	내내’라고	하면서	자신

이	상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부각하였으므로,	요령의	격

률을	지키고	있다.	

②			자신에게	큰	이익이	없는데도(손해가	있는데도)	반	친구들에게	

과제를	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은	관용의	격률을	지킨	것

이다.	

③			학생은	‘항상’,	‘매번’,	‘교수님뿐입니다’	등의	표현을	활용해	칭

찬을	극대화했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은	가끔이라고	하

며	단점은	최소화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지킨	것

이다.	

⑤			상대	의견과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점을	부각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19 ①

Quick해설  노 대리가 혼자 일을 하면 9일이 걸린다.

[상세해설]	 노	대리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	정	대리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라	하고,	총	일의	양을	1이라	하면	‘총	일의	양=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일을	한	날짜’이므로,	노	대리와	정	대리가	

함께	하루에	하는	일의	양	x+y에	일을	한	날	수	6일을	곱하면	

1=(x+y)×6이	된다.	그리고	노	대리가	5일간	일한	양은	5x이

고,	정	대리가	8일간	일한	양은	8y이며,	이	둘을	합하면	총	일의	

양이	되므로	1=5x+8y이다.	

(x+y)_6=1이므로	x+y= 1
6 	→	y=

1
6 -x이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5x+8( 16 -x)=1	→	3x= 1
3 	→	9x=1

이다.	따라서	노	대리가	혼자서	일을	하면	9일	만에	일을	마칠	수	

있다.

20 ③

Quick해설  제품A의 원가를 x원이라 하면

0.85×1.4x = x + 9,500 → x = 50,000(원)이다.

[상세해설]	 제품A의	원가를	x(원)이라	하면	정가는	1.4x(원)이다.	

여기에서	1할	5푼을	할인하면	판매가는(1-0.15)×1.4x(원)이	되

고,	순이익이	9,500원이므로	판매가는	x+9,5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0.85×1.4x=x+9,500	→	x=50,000이다.

따라서	원가는	50,000원이다.

21 ②

Quick해설  A추첨통에서 기술본부 직원의 명함이 나올 확률은 
10
80

 , 

B추첨통에서 기술본부 직원의 명함이 나올 확률은 
5
65

 이다.

따라서 A, B추첨통 모두에서 기술본부 직원의 명함이 나올 확률은 

10
80

 ×
5
65

  = 
1

104
 이다.

22 ②

Quick해설  전체 좌석 수를 x개라 하면

7
10

 x - 
1
3

 x - 
1
6

 x = 6 → x = 30이다.

전체 의자의 
7
10

 에 직원이 앉아 있으므로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21명이다.

[상세해설]	 전체	의자	수를	x개라고	할	때,

;3!;x개	의자에	대리가	앉아	있고,	남은	의자는	;3@;x개이다.	

남은	의자의	;4!;에	과장이	앉아	있으므로	

;3@;x×;4!;=;6!;x(개)	의자에	과장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의	 ;1£0;이	비어	있으므로	 ;1¦0;에는	직원이	앉아	있는	

셈이	되고,	따라서	직원이	앉아	있는	의자	수는	;1¦0;x개이다.

‘(직원이	앉아	있는	의자	수)-(대리가	앉은	의자	수)-(과장이	앉

은	의자	수)=(차장이	앉은	의자	수)’라는	식을	이용하면,

;1¦0;x-;3!;x-;6!;x=6	→	x=30이다.

즉,	전체	의자	수가	30개이며,	전체	의자의	;1¦0;에	직원이	앉아	있

으므로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1¦0;x×30=21(명)이다.	

23 ③

Quick해설  청동 A를 xkg, 청동 B를 ykg 섞었다면 x+y=45(kg)이 

된다. 또한 청동 A에는 구리가 0.9xkg, 청동 B에는 구리가 

0.6ykg, 새로 생성된 청동에는 구리가 45×0.7=31.5(k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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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0.9x+0.6y=31.5(kg)이 된다.

à	
x+y=45 ……㉠

 0.9x+0.6y=31.5 ……㉡

㉡의 양변을 0.3으로 나누면 3x+2y=105 ……㉡′가 된다. 

㉡′-(㉠×2) ⇒ x=15(kg)

따라서 청동 A는 15kg, 청동 B는 30kg을 섞은 것이다. 

24 ①

Quick해설  청동 C가 xkg, 새로운 청동이 ykg이라면 180+x=y이

다. 또한 청동 B에는 주석이 0.4×180=72(kg), 청동 C에는 주석이 

0.15xkg, 새로운 청동에는 주석이 0.3ykg만큼 있으므로  

72+0.15x=0.3y가 된다.

à	
180+x=y ……㉠

 72+0.15x=0.3y ……㉡

㉠을 ㉡에 대입하면 72+0.15x=0.3(180+x) ⇒ 

72+0.15x=54+0.3x ⇒ 0.15x=18 ⇒ x=120이 된다.

x=120을 ㉠에 대입해 보면 y=300(kg)이다.

따라서 생성된 새로운 청동은 300kg이다.

25 ⑤

Quick해설  7.9×500,000×10,000=39,500,000,000(원)

[상세해설]	 중소도시의	영어	과목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9만	

원이므로,	총	학생	수가	50만	명이라면	총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

는	7.9×500,000(만	원)이다.	

즉,	7.9×500,000×10,000=39,500,000,000(원)이다.

26 ①

Quick해설  이 지역 가입자 강◯◯의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490 

+47+348)×179.6=158,946(원)이므로 십 원 미만은 버리고 

158,940원이다.

[상세해설]	 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므로	생활수준	및	경

제활동	참가율,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는	각각	490점,	

47점이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세대주(1.4)+배우자(3)+재산

(10.9)+자동차(9.1)+소득(10)=34.4(점)이다(소득	금액이	

480만	원이므로	소득	금액을	50만	원으로	나누면	9.6이	되고,	소

수점	이하를	올리면	10점이	된다).	[표2]를	보면	34.4점에	해당하

는	등급은	28등급이므로	점수는	348점이다.

따라서	총	점수는	490+47+348=885(점)이고,	여기에	179.6원을	

곱하면	158,946원이므로	십	원	미만은	버리고	158,940원이다.

27 ③

Quick해설  포유류를 제외하고 금강권역이 제주도의 두 배 이상이

다. 포유류는 제주도의 두 배가 금강권역보다 약 10종 정도가 많

고, 다른 종수는 몇백 종 이상 금강권역이 더 많으므로 총합은 금

강권역이 제주도보다 두 배 이상 더 많다.

[상세해설]	 ③	금강권역:	408+1,298+107+58+282+37=2,190	

(종),	제주도:	85+493+31+20+141+24=794(종)이므로	금강

권역의	생물종수는	제주도의	두	배	이상이다.	

[오답풀이]	 ①	다른	생물종을	보았을	때	전국의	하천생태	종수가	

단순	지역별	종수의	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중복되는	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48+42+37+23+30+24=204(종)	이하이다.

②			무척추동물이	가장	적게	서식하는	권역은	제주도로	포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생물종이	가장	적게	서식한다.

④			중복되는	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권역에	있는	생물종들이	

모두	금강권역에	있다고	한다면	전국	하천의	양서·파충류는	최

소	금강권역의	종수와	같은	58종이다.

⑤	165+654+79+33+223+30=1,184(종)이다.

28 ④

Quick해설  ㉡ 섬진강 유역의 전년대비 인구 변화량이 가장 큰 해는 

2009년으로, 약 4,690명 변화하였다.

㉣ 금강의 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이며, 이때의 두 배

는 6,683,880명이다. 이 해 낙동강 유역은 금강 유역의 두 배 미만

의 인구가 있다.

㉤   
560,618+562,663+571,255+576,156+583,713+593,806

6

≑574,702(명)이므로 57만 5천 명 미만이다.

[오답풀이]	 ㉠	한강,	금강,	삽교천,	영산강,	제주도	다섯	곳이다.

㉢			낙동강	유역에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2011년이다.	이때의	세	

배는	19,946,175명이다.	즉,	다른	해에도	이	인구	수	미만이

므로	한강	유역에	낙동강	유역의	세	배	이상의	인구가	있다.

29 ②

Quick해설  COD+BOD는 한강: 7.3, 낙동강: 7.6, 금강: 9.6, 영산

강: 8.5, 섬진강: 4.1이다. 따라서 COD+BOD가 낮은 순서는 섬진

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순이고, DO가 높은 순서는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순이므로 ②의 내용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온도와	pH가	가장	높은	강은	모두	낙동강이다.

③	8.8×103/100ml이므로	88×103/l이다.

④	전체는	1.3×104=135.2이고,	섬진강은	4.1×103=422.3이다.

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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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⑤

Quick해설  ㉢ 일평균 취수량이 설계시설용량의 두 배 미만이므로 

연간 취수량도 연간 설계시설용량의 두 배 미만이다.

㉣   연간 공급량이 세 번째로 많은 곳은 부산이고, 부산의 연간 설

계시설용량은 2,913,800×365 = 1,063,537,000m3이다.

㉤ 울산과 전북은 연간 공급량이 연간 취수량보다 더 많다.

[오답풀이]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제주,	K-water로	총	여

섯	곳이다.

㉡			설계시설용량이	가장	큰	곳과	연간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	모

두	K-water이다.

31 ②

Quick해설  B:  
226,462,439 

365
 ≒ 620,445

[오답풀이]	 A:	381,863,032365 ?1,046,200,	C:	168,759,549365 ?462,355

D:	 108,222,519365 ?296,500,	E:	 195,857,930365 ?536,597

32 ②

Quick해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니계수 값이 계속 낮아지

는 국가를 찾으면 된다. 해당하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오스트레일

리아 세 곳이다.

㉡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에 관한 지표이므로 절대적인 

소득액은 알 수 없다.

㉤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에 관한 지표이므로 절대적인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	미국에	대한	설명이다.

㉣	독일에	대한	설명이다.

33 ③

Quick해설  지니계수는 A‹ D‹ B‹ C‹ E이다.

[상세해설]	 주어진	조건에	따라	A~E	값의	범위를	나타내면,

0.276<A<0.280,	B<0.291,	C=0.292,	0.281<D<B,	C<E

이므로	지니계수는	A<D<B<C<E이다.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은	A이고,	다음은	D,	그	다음은	B,	다음은	

C,	가장	큰	값은	E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가	두	번째

로	불평등한	국가는	독일이다.

34 ⑤

Quick해설  ㉠ 가구소득이 400만~500만 원인 집단에서는 레저시

설의 예약 비율이 가장 높다.

㉢   주어진 값을 구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소득 집단의 비율 

또는 수가 주어져야 한다.

㉤   주어진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므로 완전히 

0가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답풀이]	 ㉡	5.2 :6.2=156 :x이다.	

x= 6.2_156
5.2 =186(가구)이다.

㉣	가구소득이	500만~600만	원인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35 ⑤

Quick해설  4인 가구 수를 x, 2인 가구 수를 y라 할 때,

3x + y =12,500

0.27(x -1,000) = 0.312x - 417

→ x = 3,500, y = 2,000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4인 가구 수는  

0.074×3,500 = 259(가구)이다.

[상세해설]	 4인	가구	수를	x라고	하면,	5인	이상	가구	수는		

(x-500)가구이다.	또한	3인	가구	수는	(x-1,000)이다.	

2인	가구	수를	y라고	하면	전체	응답자	가구	수의	합이	11,000이고,	

y+(x-1,000)+x+(x-500)=11,000	→	3x+y=12,500이다.	

교통수단을	예약하는	3인	가구	수가	4인	가구	수보다	417가구	적

으므로	

0.27(x-1,000)=0.312x-417	

→	0.27x-270=0.312x-417	

→	0.042x=147	

→	x=3,500이	된다.	

즉,	4인	가구	수는	3,500,	3인	가구	수는	2,500,	5인	이상	가구	

수는	3,000이다.	또한	10,500+y=	12,500이므로	2인	가구	수

는	2,000가구이다.	따라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4인	가구

이고,	 4인	가구	수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가구는	

0.074_3,500=259(가구)이다.

36 ⑤

Quick해설  181일째 되는 2017년 7월 15일에 정직원으로 전환 채

용되어야 하지만 2017년 7월 15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주 월

요일인 2017년 7월 17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상세해설]	 1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16(1월)+28(2월)+31(3

월)+30(4월)+31(5월)+30(6월)+14(7월)=180(일)	동안	인턴	

사원이고,	인턴	사원이	된	지	181일째가	되는	날	정직원으로	전

환	채용된다.	이때,	1월	16일부터	날수에	포함하였으므로	181일

째	되는	날인	7월	15일은	1월	16일에서	180일	후이다.	

180=7_25+5이므로	2017년	7월	15일은	토요일이다.	따라서	

2017년	7월	17일	월요일에	정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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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④

Quick해설  p: 영화감상부, q: 독서부, r: 테니스부, s: 배드민턴부, 

t: 자전거부라고 하면

p → ~s → t

↓

~q → r이다.

p와 r의 관계는 p → r이므로 대우인 ~r → ~p는 항상 참이다.

[상세해설]	 p:	영화감상부,	q:	독서부,	r:	테니스부,	s:	배드민턴

부,	t:	자전거부라고	하자.

•		영화감상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독서부를	선호하지	않는다.	

(p	→	~q		q	→	~p)

•		테니스부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은	독서부를	선호한다.	

(~r	→	q		~q	→	r)

•		배드민턴부를	선호하는	직원은	영화감상부를	선호하지	않는다.	

(s	→	~p		p	→	~s)

•		배드민턴부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은	자전거부를	선호한다.	

(~s	→	t		~t	→	s)

따라서	p	→	~s	→	t

↓

~q	→	r

이다.

[오답풀이]	 ①	p와	t의	관계는	p	→	t이므로	부정인	p	→	~t는	항

상	거짓이다.

②	s와	q의	관계는	알	수	없다.

③	r과	t의	관계는	알	수	없다.

⑤	q와	t의	관계는	알	수	없다.	

38 ③

Quick해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창문을 열지 않는다. → 창문을 

열지 않으면 환기를 시키지 못한다.(대우) → 환기를 시키지 못하면 

방향제를 뿌린다. → 따라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방향제를 뿌

린다.

39 ①

Quick해설  ㉢이 거짓이고, 나머지가 참이므로 신 대리는 계통운영

부, 변전운영부, 제어기술부, 계통보호부가 아니다. 따라서 신 대리

는 송전운영부이다. 따라서 A만 옳다.

[상세해설]	 Ú	㉠이	거짓인	경우: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	변전운영

부가	아니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계통운영부가	아니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변전운영부가	되어야	하는데	㉠에서	신	

대리가	변전운영부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모순이	된다.

Û	㉡이	거짓인	경우:	신	대리는	계통운영부이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거나	변전운영부이다.

㉡이	거짓이라면	㉠이	참이	될	수	없으므로	모순이	된다.

Ü	㉢이	거짓인	경우:	신	대리는	변전운영부가	아니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거나	변전운영부인데,	

㉢에	의해	변전운영부가	아니므로	송전운영부이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계통운영부가	아니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제어기술부나	계통보호부가	아니다.

논리에	모순이	없으므로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다.

Ý			㉣이	거짓인	경우:	신	대리는	제어기술부이거나	계통보호부이다.

㉠이	참이므로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거나	변전운영부이다.

㉣이	거짓이라면	㉠이	참이	될	수	없으므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이	거짓이고,	신	대리는	송전운영부이다.	

그러므로	A만	옳다.

40 ①

Quick해설  [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가

다 바

라 나

마

따라서 A만 옳다.

[상세해설]	 기준점을	잡아서	시작하면	좋다.	

가를	맨	위에	놓고	기준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가는	마와	마주보고	있다.

가

마

㉡	나의	오른쪽	옆자리에는	바가	있다.

또는

가

나

바

마

가

바

나

마

㉢			다의	왼쪽	옆자리에	가가	앉아	있다는	것은	가의	오른쪽	옆자

리에	다가	앉아	있다는	것과	같다.		

㉡의	왼쪽	그림은	가의	오른쪽에	나가	앉아	있으므로,	오른쪽	

그림이	되어야	조건을	만족한다.

가

다 바

라 나

마

   다를	가의	오른쪽에	앉히면	자연스레	라의	자리도	정해진다.	

이는	㉣도	만족하는	배치이다.	

따라서	A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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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③

Quick해설  한식은 1명, 분식은 2명이 먹었다.

[상세해설]	

따라서	양식은	3명,	한식은	1명,	분식은	2명,	중식은	1명이	먹었다.

42 ④

Quick해설  이 차장은 501호에 거주한다.

[상세해설]	 각	라인에	있는	세	직원의	직급이	다르므로	(주임,	대

리,	과장)	또는	(대리,	과장,	차장)조합이	된다.	조	주임이	102호

에	거주하므로	조	과장과	이	차장은	1라인에	거주한다.	따라서	송	

과장과	이	대리는	2라인에	거주하고,	김	대리는	1라인에	거주한

다.	즉,	1라인에는	(김	대리,	조	과장,	이	차장),	2라인에는	(조	주

임,	이	대리,	송	과장)이	거주한다.	송	과장이	만약	302호에	거주

한다면	202호,	301호,	402호가	비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대리

가	송	과장보다	낮은	층에	살아야하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송	과

장은	402호에	거주하고,	이	대리는	202호에	거주한다.	대리는	서

로	같은	층에	산다고	했으므로	김	대리는	201호에	거주하고,	송	

과장의	옆집이	비어있어야	하므로	남은	집은	301호,	501호다.	따

라서	301호에	조	과장,	501호에	이	차장이	거주한다.

43 ④

Quick해설  D는 밤색 옷을 입고 온 여자 지원자로 기술 직군에 합격

하였다.

[상세해설]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분 A B C D

옷 검정 검정 남색 밤색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직렬 사무 사무 기술 기술

44 ④

Quick해설  시드니 시각을 기준으로 11일 오후 10시에 도착한다.

[상세해설]	 한국	시각으로	먼저	생각한다.	한국	시각	기준	11일	오

양식 한식 분식 중식

A, D, E 1명 B, 1명 1명

5층 501호 이 차장 502호

4층 401호 402호 송 과장

3층 301호 조 과장 302호

2층 201호 김 대리 202호 이 대리

1층 101호 102호 조 주임

전	10시	20분에	비행기를	타서	10시간	40분	비행을	하면	한국	시

간	기준으로	11일	오후	9시에	시드니에	도착한다.	시드니는	한국

보다	1시간	빠르므로	11일	오후	10시일	것이다.

45 ③

Quick해설  A: 150,000×0.7×3 = 315,000(원)

B: 50,000×0.5×7 =175,000(원)

C: 30,000×10 = 300,000(원)

따라서 315,000 -175,000 =140,000(원)이다.

[상세해설]	 A:	성수기	5인실	요금은	150,000원이고	3박	4일이기	

때문에	숙박	일수는	3일이다.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30%	할인

이	적용되며	150,000_0.7_3=315,000(원)이다.

B:			비성수기	오두막	1동에	대한	요금은	50,000원이다.	6박	7일

이기	때문에	머문	일수는	7일이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50%	할인이	적용되며	50,000_0.5_7=175,000(원)

이다.

C:			비성수기	원목	데크	1개에	대한	요금은	30,000원이다.	9박	

10일이기	때문에	머문	일수는	10일이다.	추가로	적용되는	할

인은	없으므로	30,000_10=300,000(원)이다.

따라서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는		

315,000-175,000=140,000(원)이다.

46 ⑤

Quick해설  생물의약품 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생물의약품 신약을 개발하여 해외 거대 제약사들의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ST 전략이다.

[오답풀이]`	①	높은	브랜드	파워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고령화에	따

른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살린	SO	전략이다.

②			국내	첫	생물의약품	신약	개발	투자	시작이라는	강점을	이용

하여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기회를	살린	SO	전략이다.

③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강점을	이용하여	신약	특허	

만료라는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ST	전략이다.	

④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기회를	살려	신약	개발	실

패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자	하는	WO	전략이다.

47 ③

Quick해설  C후보지의 정비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금액 =100억 원×0.3 =30억 원, 추가금액 = 200억 원×2.6÷

4 = 1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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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해설]	각	후보지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①	A후보지	정비사업비:	235억	원

기초금액=100억	원_1=100억	원,	추가금액=200억	원×

2.7Ö4=135억	원

②	B후보지	정비사업비:	200억	원

기초금액=100억	원_0.6=60억	원,	추가금액=200억	원×

2.8Ö4=140억	원

④	D후보지	정비사업비:	170억	원

기초금액=100억	원×0.9=90억	원,	추가금액=200억	원×

1.6Ö4=80억	원

⑤	E후보지	정비사업비:	210억	원

기초금액=100억	원×1.3=130억	원,	추가금액=200억	원×

1.6Ö4=80억	원

48 ②

Quick해설  ‘본사 - A - B - E - D - C - 본사’의 순서 또는 그 역

순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짧다. 따라서 156km가 적절하다.

[상세 해설]	본사와	도로가	직접	연결된	곳은	A후보지,	B후보지,	

C후보지	등	세	곳이므로,	숙소에서	A후보지로	출발하는	경우,	B

후보지로	출발하는	경우,	C후보지로	출발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

각해	본다.

49 ③

Quick해설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므로 부품비와 수리비가 

무상이며, 소요시간은 제품 확인과 제품 수리, 입·출고에 필요한 

구분
저수면적

(km2)

총 저수용량

(백 만m3)

수몰세대 수

(세대)

개발수요

(인/km2)

A후보지 0.9 0.8 0.6 0.4

B후보지 1.2 1.0 0.4 0.2

C후보지 1.5 0.8 0.2 0.1

D후보지 0.3 0.4 0.6 0.3

E후보지 0 0.3 0.8 0.5

A후보지로 

출발하는 경우

본사–A–D–C–E–B–본사 166km

본사–A–D–E–C–B–본사 208km

본사–A–D–E–B–C–본사 198km

본사–A–B–E–D–C–본사 156km

B후보지로 

출발하는 경우

본사–B–E–C–D–A–본사 166km

본사–B–C–E–D–A–본사 208km

본사–B–A–D–E–C–본사 194km

C후보지로 

출발하는 경우

본사–C–B–E–D–A–본사 198km

본사–C–D–E–B–A–본사 156km

본사–C–E–D–A–B–본사 194km

시간까지 더하여 23분이다.

[상세 해설]	①	소요시간은	제품	확인과	제품	수리,	입·출고에	필

요한	시간까지	더하여	83분이다.

②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이	경과

되었으므로	수리비의	50%만	지불한다.

④			하드디스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

므로	요금할인은	없고	소요	비용은	77,000+30,000=107,000(원)

이다.

⑤			파워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39,000원이므로	고객	동의	없이	

수리가	진행된다.

50 ③

Quick해설  입·출고에 필요한 시간은 총 8분으로 모두 동일하며, 

메인보드, 배터리의 경우 제품 확인에 7분, 제품 수리에 28분, 고

객 동의에 5분이 걸리므로 수리시간이 가장 짧다.

[상세 해설]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시간에	

입·출고에	필요한	8분을	더한	시간이다.

제품 확인 제품 수리 고객 동의 합계

① LCD 5분, 파워 4분
LCD 20분, 

파워 16분
1개 50분

②
메모리 3분, 

CPU 6분
메모리 12분, 

CPU 24분
1개 50분

③
메인보드 4분, 

배터리 3분
메인보드 16분, 

배터리 12분
1개 40분

④
키보드 2분, 

CPU 6분
키보드 8분, 

CPU 24분
2개 50분

⑤
하드디스크 5분, 

파워 4분
하드디스크 20분, 

파워 16분
1개 50분



성
명

㉠㉡㉢㉣㉤㉥㉦㉧㉨㉩㉪㉫㉬㉭

㉠㉡㉢㉣㉤㉥㉦㉧㉨㉩㉪㉫㉬㉭

㉠㉡㉢㉣㉤㉥㉦㉧㉨㉩㉪㉫㉬㉭

㉠㉡㉢㉣㉤㉥㉦㉧㉨㉩㉪㉫㉬㉭

㉠㉡㉢㉣㉤㉥㉦㉧㉨㉩㉪㉫㉬㉭

㉠㉡㉢㉣㉤㉥㉦㉧㉨㉩㉪㉫㉬㉭

㉠㉡㉢㉣㉤㉥㉦㉧㉨㉩㉪㉫㉬㉭

㉠㉡㉢㉣㉤㉥㉦㉧㉨㉩㉪㉫㉬㉭

수
험

번
호

0①②③④⑤⑥⑦⑧⑨

0①②③④⑤⑥⑦⑧⑨

0①②③④⑤⑥⑦⑧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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