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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리

(3) affect/influence :「～에 영향을 미치다」
The policy will not affect/influence (on) us.

동사 총정리 : 다음의 동사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 부정사, 동명사,

(4) approach :「～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분사, 분사구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각도로

A pretty girl approached (to) me.

활용하자.

(5) attend :「～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He attended (at) the meeting.

<1. 자동사>

※ attend to :「～에 주의하다」

(1)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explain), ～의 원인이 되다」

on :「～를 시중들다, 간호하다」

His illness accounts for his absence.

Attend to what your teacher says.

(2) apologize to :「～에게 사과하다」

The nurses attend on the sick day and night.

She apologized to me for her rudeness.

(6) comprise :「～로 구성되다」(= consist of)

(3) complain of/about :「～에 대하여 불평하다」

This book comprises (of) twenty chapters.

He always complains of/about his work.

(7) discuss :「～에 대해 토의하다」

(4) consist in :「～에 있다」(= lie in)

We discussed (about) the problem.

of :「～로 구성되다」(= be composed of)

(8) enter :「～에 들어가다」(= go into)

Happiness consists in contentment.

We entered (into) the restaurant.

My family consists of five people.

※ enter into :「～을 시작하다」(= begin)

= My family is composed of five people.

He entered into the business.

(5) deal with :「～을 다루다」

(9) inhabit :「～에 살다, 거주하다」(= live in)

The book deals with economy.

Various kinds of fish inhabited (in) the sea.

(6) experiment with :「～을 실험하다」

(10) marry :「～와 결혼하다」

They experimented with the new chemicals.

She married (with) a rich man.

(7) graduate from :「～를 졸업하다」

※ marry = be/get married to

I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11) oppose :「～에 반대하다」(= object to)

(8)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I oppose (to) your proposal.

in :「～을 간섭하다」

※ oppose = be opposed to :「～에 반대하다」

His father interfered with his plan.

I am opposed to your proposal.

He interfered in another person's affairs.

(12) reach :「～에 도착하다」(= arrive at/in)

(9) object to :「～에 반대하다」(= oppose)

I reached (at) New York this morning.

I don't object to the plan.

(13) resemble :「～와 닮다」(= take after, look like)

(10)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She resembles (with) her mother.

We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11) result in

(+ 결과) :「～을 초래하다」

.from .(+ 원인) :「～에서 기인하다」
The quarrel resulted in heavy loss.
The damage resulted from the fire.
(12) wait for :「～를 기다리다」(= await)
on :「～를 시중들다」(= attend on)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She will wait on the table.
<2. 타동사 (괄호 속 전치사와 쓰일 수 없다.)>
(1) accompany :「～을 동반하다, ～와 동행하다」
His secretary accompanied (with) him.

<3. 타동사 중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으나 각
경우에 의미가 다른 경우>
(1) stop, remember, forget, regret + ～ing : 이미 벌어진 일
+ to ～ :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I remember to see her tomorrow.
I regret telling her what I thought.
I regret to say that I can't help you.
(2) try + to ～ : ～하려고 노력하다
+ ～ing : 심심해서 ~ 해보다
He tried to open the door.
He tried opening the door.

(2) address :「～에게 말을 걸다, 연설하다」
He addressed (to) us in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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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courage + A to V : A가 V하기를 격려하다, 장려하다
<4.

이하에 전치사를 수반하여 숙어처럼 쓰이는 동사>

The teacher encouraged the boy to study hard.
(8) persuade + A to V : A가 V하도록 설득하다

(1) with
∙provide/supply A with B : A에게 B를 공급하다」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선사하다」
∙furnish A with B :「A에게 B를 설치하다, 공급하다」
∙equip A with B :「A에게 B를 갖추다, 장비하다」
∙endow A with B :「A에게 B를 부여하다」
∙entrust A with B :「A에게 B를 맡기다, 위임하다」
(2) of
∙rob A of B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빼앗다」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rid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clear A of B :「A에게서 B를 치우다, 제거하다」
∙relieve A of B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inform/notify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warn A of B :「A에게 B를 경고하다」
∙convince/assure A 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accuse A of B :「A를 B로 고발[고소]하다」
(3) for

He persuaded me to forgive her.
(9) get, cause + A to V : A가 V하도록 하다, 만들다, 유발하다
I'll get him to help you.
The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10) enable + A to V : A가 V할 수 있게 하다
His efforts enabled him to succeed.
(11) force, compel, oblige + A to V : A가 V하도록 강요하다
They forced me to sign the paper.
(12) allow, permit + A to V : A가 V하도록 허락하다
He allowed them to go home.
<6. 사역동사>
(1) make + O + 동사원형/p.p
He made me do it at once.
Can you make yourself understood in English?
(2) have + O + 동사원형/～ing/p.p

∙praise A for B :「A를 B에 대하여 칭찬하다」
∙scold A for B :「A를 B에 대하여 꾸짖다」
∙blame a for B :「A를 B에 대하여 비난하다」
∙punish a for B :「A를 B에 대하여 벌주다」
∙forgive A for B :「A를 B에 대하여 용서하다」
∙thank A for B :「A에게 B를 감사하다」
(4) from
prevent/keep/stop/deter/discourage/prohibit/hinder/dissuade/restrain
+ A + from ～ing 「…가 ～하지 못하게 하다」

I had him repair my car.
He had us laughing all through the night.
(3) let + O + 동사원형/be+p.p
He let me use his car.
I will not let the papers be lost.
<7. 지각동사>
지각동사 + O + 동사원형/～ing/p.p
I heard someone call my name.
I heard someone calling my name. .
I heard my name called.

<5. cause A to V 형태로 쓰이는 동사>
(1) want, like, would like, wish, desire + A to V : A가 V하길 바라다
I want you to finish this work soon.
(2) expect + A to V : A가 V하길 기대하다
I expect him to pass the exam.
(3) intend, mean + A to V : A가 V하길 의도하다
I intend him to go there.
(4) ask, require, request, beg + A to V : A가 V하길 요청하다
I asked her to wait for a while.
(5) tell, order, command + A to V : A가 V하도록 명령하다

<8. help>
(1) 돕다 : help + (N) + to V/ RV
He helped (to) wash the dishes
He helped his wife (to) wash the dishes.
Science helps (to) develop the industry.
Science helps people (to) develop the industry.
(2) ~하지 않을 수 없다 : cannot help Ving
= cannot help but RV
= cannot but RV
= have no choice(=alternative)
but to V

I ordered him to leave the room.
(6) advise, urge + A to V : A가 V하길 권고하다

He advised me not to drink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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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량과
독립협회
① 덕행과 실력을 겸비한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
①

거금 지원

② 중앙에서는 6조, 홍문관,

② 만민공동회에서는 신교육 진흥, 산업 개발, 후생 및 치안, 미신타파,
신문보도 등 토론.

대간 등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추천하는 제도.

③ 근대적인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력

③ 중종 때 조광조가 사림을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함

을 발전시키고, 산업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
립할 것을 지향하였다.
④ 토지 개간, 상업작물 재배, 농업기술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력 발전
을 도모하고 상업활동의 자유, 도량형의 통일 무역을 확대를 주장
하였으며 공장과 회사설립을 지원하였다.

※ 훈련도감

⑤ 러시아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재정고문과 군사적 교관을 철수
하였다.
⑥ 독립협회는 평의원 제도를 두어 그들에게 의한 상정의 권한을 주고

① 1594년 유성룡의 건으로 임진왜란 때 설치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총 대의원을 선출하여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

② 대략 1000명 정도로 편성됨,

임하였다.

③ 직업군인으로 1인당 1개월에 쌀 6말을 지급하였다.
④ 유생, 한량, 관노, 사노, 승려, 등의 신분이 지원했다.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 상회사의 설립
※ 초계문신제도 : 정조가 37세 이하의 당하관 문신들 중에서 능력 있
① 객주회 : 개항장의 객주들이 동업자조합을 만들어 외국상인들과 경

는 자를 선발하여 직무를 면제하고 규장각에 소속

쟁하고, 인천객주회는 방곡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시켜 공부에 전념시켰다. 왕권 강화 시도

등 일제의 경제 침략을 비판하고 전직관료들과 인천신상
협회를 조직하여 국내 상권 보호운동 전개.
② 부산의 동항회사 : 정부로부터 지방 상인에 대한 영업세 징수를 위
임받아 활동하였다.
③ 종삼회사 : 인삼의 재배와 판매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한 개성상인
들이 설립한 회사.
④ 호상회사 : 군산에서 미곡을 담당하기 위한 회사
⑤ 운수회사 : 부산에서 설립한 남선회사와 기선회사

※ 공동 납부제도

① 군총법 : 군포를 군현에 연대하여 부과함
② 환총업 : 환곡를 군현에 연대하여 부과함
③ 비총법 : 전세를 군현에 공동으로 부과함
⇒전체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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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보임용기간

1. 소방의 역사
① 1426

세종 8년 2월 : 금화도감

①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 1년

② 1426년 세종 8년 6월 : 수성금화도감

②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6월

③ 1925년 : 경성소방서
④ 1958년 : 소방법

6.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⑤ 1972년 :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

①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⑥ 1973년 : 지방소방공무원법

②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⑦ 1975년 : 민방위본부

③ 연면적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⑧ 1978년 : 소방공무원법
⑨ 1978년 7월 : 소방학교직제

7.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⑩ 1992년 : 소방본부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⑪ 2003년 5월 : 소방기본법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⑫ 2004년 3월 11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③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⑬ 2004년 6월 1일 : 소방방재청
8.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화학소방자동차의 방사능력과 비치량

대상물

방사능력
①

방사차

(

비치량
)

이상

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



 이상

②

이산화탄소방사차

㎏

③

분말방사차

㎏ 초 이상

㎏ 이상

④

할로겐화합물방사차

㎏ 초 이상

㎏ 이상

(

)

방대상물
②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
비(호스릴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④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시설
⑤ 공동주택

① 주거 상업・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

⑥ 지하구

② 그 밖에 설치하는 경우 : 수평거리 140m 이하

⑦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저수조
① 지면으로부터의 낙차 4.5m 이하
② 흡수부분의 수심 0.5m 이상
③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 한변의 길이가 60㎝ 이상
④ 흡수관 투입구는 원형의 경우 지름이 60㎝ 이상
(3) 급수탑
① 급수배관의 구경 100㎜ 이상
②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4) 소화전

9.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고층건축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②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③ 지하가
④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인
상인 것
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화전 열결금속구의 구경 65㎜
1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4.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①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① 소방감, 지방소방감 : 4년

②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준감, 지방소방준감 : 6년

③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

③ 소방정, 지방소방정 : 11년
④ 소방령, 지방소방령 : 14년

리자 실무경력자
④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
전관리자 실무경력자
⑤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

실무경력이 있고 특급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⑥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
리자 실무경력이 있고 특급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⑦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을 수료하고 특급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시험합격자

13.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1.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①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4.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① 옥내탱크저장소
②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③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⑤ 고압가스, 석유액화가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⑥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⑤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

⑥ 간이탱크저장소

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⑦ 지하탱크저장소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15.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

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① 화재예방조치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옮기거나 치운 물건은 14일 동안 소방본부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전공하

③ 공고가 끝난 다음날로부터 7일 동안 보관

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④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험물이나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입조치를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사람으로서 석

하여야 한다.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
육을 수료한 사람

16. 화재경계지구 지정
①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는 시 ․ 도지사이다.
③ 화재경계지구내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2.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②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④ 화재경계지구내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교육 ∙ 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료한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⑤ 자체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⑥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의무소방대의 소방
대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②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③ 쌓는 높이는 10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단, 석탄 ∙ 목탄의 경우는
200  이하)
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이상
⑥ 살수설비 또는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 쌓는 높이는 15  이하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200 이하(단, 석탄 ∙ 목탄의 경우는
300 이하)

18. 소방신호의 종류와 타종 및 사이렌

23.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경계신호 : 1와 2를 반복 - 5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② 발화신호 : 난타 - 5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③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④ 훈련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 - 10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① 건축허가시 행정기관은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류 보완 및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9. 무창층
①

중 개구부의 면적합계가 당해 층 바닥면적의

④ 건축허가 취소 시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한 날부

이하인 층


② 개구부 밑바닥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

터 7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 학교시설 : 100㎡ 이상

20. 근린생활시설
① 슈퍼마켓 : 바닥면적합계가 1.000㎡ 미만 - 이상 : 판매시설
② 학원 : 바닥면적합계가 500㎡ 미만 - 이상 : 교육 및 연구시설
③ 체력단련장 : 바닥면적합계가 500㎡ 미만 - 이상 : 운동시설
④ P C 방 : 바닥면적합계가 500㎡ 미만 - 이상 : 판매시설
⑤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합계가 300㎡ 미만 - 이상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200㎡ 이상
㉡ 정신의료기관 : 300㎡ 이상
②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150㎡
이상(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⑥ 공연장 : 바닥면적합계가 300㎡ 미만 -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⑦ 단란주점 : 바닥면적합계가 150㎡ 미만 - 이상 : 위락시설

25.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3㎡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1. 소방특별조사
① 소방특별조사위원회

② 연면적 33㎡미만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③ 터널

㉠ 위원장 : 소방본부장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② 소방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
㉠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전까지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 조사기간 ‧ 조사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⑧ 손실보상
㉠ 시 ‧ 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6.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②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
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③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
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⑤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시 ‧ 도지사 :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 공탁에 불복이 있는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7.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②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2. 방염성능 기준
① 잔염시간 20초 이내
② 잔진시간 30초 이내
③ 탄화면적 50㎠ 이내
④ 탄화길이 20㎝ 이내
⑤ 접촉횟수 3회 이상
⑥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28.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
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 창고로서 연

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④ 노유자시설로서 노유자 생활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면적 1,500㎡ 이상인 것
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0.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항공기 격납고

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물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③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사용

②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③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사용되
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④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
인것

2016

시험대비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16.2.12.]
◇ 개정내용
①

그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
원 및 고충민원으로 분류함(제2조제1호 각 목).

② 민원인의 권리ㆍ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ㆍ공
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가 있음을 명시함(제5조).
③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
로 정하여 공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제17조).
④ 민원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을 제
외함(제19조).
⑤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
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제35조).
⑥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
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1.1.]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
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
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개
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ㆍ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
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
죄 수익을 몰수ㆍ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
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태월 교수

2016

1.

김유신 교수

시험대비

지위

①
대표 기관
② 입법기관
③ 국정감시 및 통제 기관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재적의원 1/4 이상>

2. 국회 회기

∙임시국회 소집요구

① 정기국회/매년 1회 개회(9월1일)하며 회기는 100일 이내
② 임시국회/대통령(의원내각제요소)국회의원1/4소집요구 시 개회
회기는 30일 이내

<재적의원 1/3 이상>

3. 국회 원구성
① 단원제(의회1)/한국
∙장점 : 신속한 의안처리, 책임소재 분명, 시간과비용 절약
∙단점 : 경솔한 의안처리, 다수당 횡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발의
∙일반탄핵소추 발의
<재적의원 1/2 이상>

② 양원제(의회2이상)/ 미국, 영국
∙장점 : 신중한 의안처리, 다수당 횡포방지
∙단점 : 시간과 비용 과다, 책임소재 불분명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일반탄핵소추 의결
∙대통령탄핵소추 발의
∙헌법개정안 발의
∙계엄해제 요구

4. 의장단

<재적의원 2/3 이상>

① 구성 : 의장 1인, 부의장 2인
② 의장 : 당적 보유 금지
③ 부의장 : 당직 보유 가능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의원의 제명

5. 국회 위원회

9.입법권한

① 상임위원회(16개) : 의안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② 특별위원회 : 예산 결산(상설), 윤리 특별 위원회(상설),
인사 청문특별 위원회(비상설)
③ 교섭단체(20인이상) : 원활한 국회 운영
-두 개의 정당 소속 의원이 한 교섭단체 구성 가능

<헌법개정>
<법률제정·개정>
∙상임위원회/법안적정성(O),법안페기가능
∙법사위원회/법안적정성(X),법안페기불가능
∙일반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의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법률안거부권
∙행정부법률안제출 - 의원내각제요소

6. 국회 회의원칙
① 회의공개원칙 : 국회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
② 회기계속원칙 :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이어서 처리함
③ 일사부재의의원칙 :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음
→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제도

<조약체결⋅비준동의권>
10.재정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7. 국회 정족수

→예산제출,집행(행정부)/검사(감사원)/결산심사(국회)

<정족수>
∙법안발의/10인 이상
∙교섭단체/20인 이상

11.헌법기관구성 권한

8. 국회 의결방식
<일반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의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선출>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호선)동의권 없음

12.

권한

2.우선 변제권
주택입주+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국정조사

시기
특징

정기국회
국정전반

임시국회(수시)
국정특정사안

3.최우선 변제권
→ 임차 보증금 소액인 소액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없
이도 보증금중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

<선전포고, 국군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동의권>
18.범죄 성립요건
<대통령 일반사면 일반사면 동의권>

구성요건 해당성

+
∙
:
지정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선고의 효
과 전부 또는 일부 소멸 →형선고 받지 않은자도 가능
∙특별사면:형선고를 받은 특정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
→형선고 받은 자만 가능
<대통령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 긴급 명령권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승낙
+

<탄핵소추 의결권>

책임성

13.국회의원의 특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 자주성

※ 책임성 조각사유
만14세미만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강요된 행위

14.의회 정치의 위기
19.[제조물 책임법]
∙행정지배 현상/행접부법안제출이 더 많음
→입법지원강화/의원보좌관제도
15.민법의 기본원리

∙피해자 입증책임
-제조물결함 입증(O)
-제조업자과실을 입증(X)

∙민법의3원칙
<근대민법원칙>
<현대민법 원칙>
①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유권공공의 원칙
②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공정의 원칙
③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 원칙
※근대민법의 원칙은 없어 진게 아님

∙제조업자 책임면함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제조물 공급할때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
수

16.일반입양/친양자입양

20.[부당 노동행위]

나이제한없음
협의

-성과 본을 유지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유지
-상속관계 유지

친양자입양
19세 미만
협의(부,모동의)+재판

양부- 성과 본으로 변
경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종료
-상속관계 종료

근로3권침해
황견게약-노조가입 이유로 해고
구제방법
초심(지방노동위원회)X→재심(중앙노동위원회)X
→행정소송

17.주택임대차보호법

21.

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보호
임대차 기간 : 최소 2년. 2년 미만이라도 2년으로 간주한다.
자동갱신 :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1.대항력
주택입주+ 전입신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비용(explicit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소 비용

cost)
암묵적
비용(implicit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 비용

cost)

22.

1.Q1~Q2 초과공급발생

소득의 유형

2.P2 암시장형성
구 분

내 용

근로
소득

노동의 대가로 받는 봉급이나 임금

재산

• 경합성(rivalry)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을 제한
하는 속성

이자, 배당, 지대, 임대료

경

소득

상
소

사업 및

득

부업소

26.재화의 분류기준

• 배제성(excludability) : 다른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사업 이윤, 부업 소득

득
이전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

소득

득 (예:연금, 구호금)

비경상 소득

배제성
있음

예상치 못한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
(예:퇴직금, 복권 당첨금)

있음

없음

사유재

공유자원

(예 : 신발)

(예 : 바닷속 물고기)

요금재

공공재

(예: 이동통신)

(예 : 국방, 치안, 일반도로)

경합
성
없음

23.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업의 판매수입

구 분

가격 상승시

가격하락시

(탄력적)

감소

증가

e =1 (단위 탄력적)

일정

일정

e <1

증가

감소

e > 1

(비탄력적)

27.비합리적 소비
과소비

24.최고 가격제/소비자보호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시소비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지출이 과도하게 많은 소비
자신이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소비 (베블렌 효과)

모방소비

따라 하는 소비 (밴드웨건 효과)

충동소비

충동적으로 하는 소비

투기소비
의존소비
백로효과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사재기)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존하여 구매하는 소비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소비 (스놉효과)

1.Q1~Q2
2.P1 암시장형성

25.최저 가격제 /공급자보호
사례 : 최저 임금제

.

28.지위와 역할
지위 －
↓

역할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귀속 지위, 성취 지위)

(

기대되는 행동 양식)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
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
∙
: 각각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

간의 충돌

↓
역할
행동

(실제 수행)

－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사회
적 보상이나 제재

29.
장점

분

설
비용 절약
문 ①
② 자료의 비교, 분석이 용이
지 ③ 익명성 → 비교적 정확한 응답
법

단점

① 응답지 회수율이 저조
②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곤란
③ 질문내용을 오해할 수 있고
성의 없는 답변 가능
④ 표본 집단 선정 곤란

①
면 ①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
② 자세한 질문 가능
②
접
→ 심층적인 정보수집 가능
법 ③ 응답률이 높음
③
참
① 생생한 모습 현실성 있게 관찰
여
→ 가장 실제적인 자료
관
② 의사소통이 힘든 집단도 연구
찰
가능
법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조사자의 이해 및 편견 개입
가능
표본 확보의 어려움

① 관찰자의 편견 개입 우려
② 돌발 상황 발생 시 연구 곤란
③ 조사 대상이나 현상이 나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함
④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

실 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가능 ① 윤리적인 문제 발생
② 자료의 상관관계 파악
② 인간에 대한 완벽한 통제 실
험
③ 비교적 조작과 통제가 용이한
험이 곤란
법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
③ 예측하지 못한 결과 발생
문
① 문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헌 ① 시간과 비용 절약
②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
가능
문제
연
③ 사회 문화 현상의 변화 과정 ② 문헌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구
연구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법
30.문화속성

공유성

대문에 금줄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학습성

아기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예절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축적성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 비법 책에 새로운 비법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전체성
(총체성
)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등 교육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

변동성

우리나라의 결혼식이 전통 혼례식과 서양의 결혼
식을 융합한 형태로 변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