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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읽고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은?

조선 후기 풍속화는 인간의 현세적, 일상적 모습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다. 소로 밭을 갈고 타작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짚신을 삼는 생산 현장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기방에 드나들고 도박을 벌이는 유흥의 현장까

지 숨김없이 화폭에 담았다. 
그림 속의 인물도 사뭇 달라졌다. 조선 사회가 양반 

관료 사회인 만큼 양반들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은 당

연하겠지만,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주류는 이미 양

반이 아니다. 농민과 어민, 그리고 별감, 포교, 나장, 
기생, 뚜쟁이 할미까지 도시의 온갖 인간들이 등장한

다. 풍속화를 통하여 우리는 양반이 아닌 인간들을 비

로소 만나게 된 것이다. 여성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도 

풍속화의 시대에 와서이다. 조선 시대는 양반․남성의 

사회였다. 양반․남성 중심주의는 양반이 아닌 이들과 

여성을 은폐하였다. 이들이 예술의 중심 대상이 된 적

은 거의 없었다. 특히 그림에서는 인간이 등장하는 일

이 드물었고, 여성이 등장하는 일은 더욱 없었다. 풍속

화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이 회화의 주요 대상으로 등

장했던 것이다. 
조선 시대 풍속화는 18, 19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물론 풍속화의 전통을 따지고 들면, 저 멀리 고구려 시

대의 고분 벽화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 고

분 벽화에서 시작하여 고려 시대의 불화나 조선 시대

의 <빈풍칠월도>, <경직도>, 그리고 <삼강행실도>와 

같은 판화를 대개 풍속화의 범위에 넣기도 한다. 하지

만 이 그림들은 일상을 사는 인간을 재현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 하에 제작되었다. 곧 이 그림

들은 의례적, 정치적, 도덕적 관념의 선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죽
은 이를 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민중의 교화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그림들은 18, 19세기의 풍속화

와는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①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양반이다. 

  ② 풍속화 시대 이전에는 여성이 그림에 등장하기 어려  

   웠다. 

  ③ ‘제작된 것’은 ‘그려진 것’과 달리 풍속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④ <삼강행실도>는 일상을 재현했다는 이유로 풍속화의  

   범위로 넣을 수 있다. 

2.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① 전자렌지 ② 브러쉬

③ 팸플릿 ④ 자켓

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후포*에서>
* 후포: 울진 아래 있는 작은 항구.

  ①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② 유사한 어미를 반복하여 시적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  

   다.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서 비롯된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있다.

  ④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작가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 다음 중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샛별 / 새벽별

  ② 봉선화 / 봉숭아

  ③ 여쭈다 / 여쭙다

  ④ 모쪼록 / 아무쪼록

【 국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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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유물이 제작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초의 예술품이 나타났다.   

   ② 찍개와 주먹도끼가 등장하였다.

   ③ 옷과 그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④ 반달 돌칼을 이용해 곡식을 수확하였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가히 널리 인간을 이

롭게 할 만하므로 …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 풍백, 우사, 운사

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형벌 등 인간에게 필요한 360

여 가지를 주관하며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

랑이가 환웅신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 그중에서 

곰은 삼칠일 동안 금기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될 수 있었

다. … 이에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이름을   (가)  (이)라고 하였다. 

   ① 소도를 다스렸다. 

   ② 제정일치의 지배자였다. 

   ③ 60여 조의 법을 제정하였다.

   ④ 마한왕(馬韓王)으로 추대되었다.  

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왕을 마땅히 바꾸

어야 한다.’라거나 혹은 ‘왕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

전-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② 민며느리제의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③ 중국에서 이주해 온 위만이 왕이 되었다.  

  ④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

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

이라 부른다. …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①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② 고구려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③ 마가․우가․저가․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④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5.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②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③ 고구려가 관구검의 침입을 받았다. 

  ④ 가야의 왕족이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6. 고구려에서 있었던 다음 사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

열한 것은?

ㄱ.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였다. 
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ㄷ.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ㄹ. 중앙의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ㄱ – ㄷ - ㄴ  

【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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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y are alleged to have concealed millions of 
dollars in assets in secret Swiss bank accounts.

  ① hidden ② held
  ③ deposited ④ raised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t was careless ________ my key in the park, and 

there was only one CCTV camera there.
- The saturated fat in dairy foods is thought 

_______ a factor in heart disease.
- The clock _______ two o'clock.

  ① I lost      - they are - told
  ② for me to lose - to be - says
  ③ of me to lose - to be - says
  ④ of me to lose - they are - told

3. 어법상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Born and brought ②up in Delhi, I used to ③
visiting the stadium ④regularly.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arl was previously regarded as _______ to rich 
people, but now technology has made pearls 
affordable to almost everyone. 

  ① indifferent ② exclusive
  ③ economical ④ commonplace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1900's, the centers of world power _______ 
from the traditional European powers to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① have swung ② have covered
  ③ have ranged ④ have focused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re measures are needed to help _______ the large 
numbers of elderly people who, according to 
experts, will require long-term medical care in the 
future.

  ① be open to ② take care of
  ③ get along with ④ look down upon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fire swept down Mandeville Canyon. We were 
forced to evacuate, convinced that we would return 
to find ashes. _______, we found our home 
completely untouched.

  ① Besides ② Therefore
  ③ Instead ④ To sum up

【 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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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②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③ 고층건물이란 높이 2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소방행정 책  

   임자는 누구인가?

   ① 국민안전처장관

   ② 서울특별시장

   ③ 서울소방방재본부장

   ④ 동작구소방서장

3. 다음과 같은 강제수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부작위의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행을 간접저긍로 강제하기 
위한 행위이다.
㈁의무는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으므로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직접강제

  ④ 즉시강제

4.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에서 ‘소방작위하  

   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피난명령

  ② 소방특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③ 화재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④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한 명령

5. 소방기본법 용어 중 틀린 것은?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관계인이라  

     한다.

  ③ 의무소방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한 소방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  

   한 지역을 관계지역이라 한다.

6.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의 인  

   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대통령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7. 소방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판단, 인식, 관념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③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  

   는 행위이다.

  ④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  

   로 기속행위이라 한다.

8. 다음과 관련이 있는 소방행정행위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작위하명 - 수인하명

  ② 확인 - 부작위하명

  ③ 인가 - 수리

  ④ 작위하명 - 급부하명

【 소방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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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법에서 정하는 관계인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위험물을 운송 중인 차량의 운전자

   ③ 물건의 보관만을 전문으로 하는 옥외창고의 주인

   ④ 관광버스 안에 승차 중인 승객

2.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에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로 보  

   고하여야 할 화재의 종류로서 거리가 먼 것은?

   ①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에서 발  

   생한 화재

   ③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④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3.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이다. 다른 것은?

   ①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②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맨홀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  

    의 보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④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4. 다음 중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아파트      ② 차량     

  ③ 학교        ④ 항해 중인 선박

5. 소방신호의 사용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화재예방         ② 소방활동      

  ③ 소방훈련         ④ 화재경계

6. 다음 소방안전 교육·훈련의 종류 중 소방공무원만이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① 화재진압훈련        ② 현장지휘훈련

   ③ 인명대피훈련        ④ 인명구조훈련

7. 다음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 경계지구의 지역  

   대상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②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③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밀집한 지역 또는 소방출  

   동로가 미비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8.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난명령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  

  ③ 소방응원         ④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소방관계법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