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행동

秦
秦

[Odyssey]5)  전국 시대, X, 사상 통제  혼란의 종식 이후에 전

[Odyssey]2)  같은 위험, 보험료, 보험금  위험 공동체가 형성되
어야 보험이 성립된다. 개인만 조재하고 위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Odyssey]8)  X, 초기 운동 상태, O  초기 운동 상태를 모르면

[Odyssey]94)  정당화가 안 된 상황
















[Odyssey]112)  혈관 근육 세포  간세포 말고 나오는 게 이거밖
에 없다.

[Odyssey]113)  MGP 단백질  혈관 근육 세포를 찾았다면 발견



[Odyssey]114)  혈관 석회화



[Odyssey]126)  혈관 벽, 혈액 손실, 혈관 속, 혈액 손실

[Odyssey]125)  (기존의 재이론) 원인 : 인간사, 결과 : 재이, 긍정
적 / (예언화 경향) 원인 : 재이, 결과 : 인간사, 부정적

[Odyssey]138)  해설 참고

[Odyssey]139)  교차, 표지

[Odyssey]151)  해설 참고

[Odyssey]207)  ①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 ②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





[Odyssey]208)  ①비타민 K1, ②비타민 K2

[Odyssey]205)  ①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②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하며, ③ 원인과 결
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

[Odyssey]209)  공통점 : 비타민 K라는 것 / 차이점 : ①은 식물에
서 합성, ②는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 ①은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부족하지 X, ①은 혈액 응고와 관련,
②는 일반적인 권장 식단으로 채워지는지 알 수 X, 혈액 응고와의 관
련성도 알 수 X

[Odyssey]206)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Odyssey]210)  ①마찰적 실업, ②구조적 실업, ③경기적 실업

[Odyssey]211)  공통점 : 실업이라는 점 / 차이점 : 실업이 발생하
는 원인이 다름.

[Odyssey]229)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자백배제법칙, ③ 전
문법칙

[Odyssey]230)  ① 전문진술 ② 전문서류

[Odyssey]233)  ①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②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 ③ 관습, ④ 임의 규정

[Odyssey]234)  ③, ④

[Odyssey]235)  ③, ④

[Odyssey]231)  ① 무손실 압축, ②손실 압축

[Odyssey]232)  ②

[정답 및 해설]
2)  같은 위험, 보험료, 보험금  위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보험이
성립된다. 개인만 조재하고 위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
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
다.
5)  전국 시대, X, 사상 통제  혼란의 종식 이후에 전국 시대가 끝났
을 수도, 아닐 수도 있기에 존재하던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라고
했다. 그리고 전국 시대의 혼란은 아마도 사상과 관련된 것이었을 확
률이 높다. 분서갱유를 통한 사상 통제 그 자체로 전국 시대의 혼란
을 종식한 건 아니다.
8)  X, 초기 운동 상태, O  초기 운동 상태를 모르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를 측정하는건 불가능하다.

71)  시료 표면의 높낮이, X, X, O
74)  X,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
77)  반대되는, 부정적, 부정적, 차이, 동일성
80)  최대, X,, ㉠ : 출자자, ㉡ : 주식
83)  길다, 압축 강도, 인장 강도
86)  O, X  르네상스 이전에도 자연적 원근법은 사용되었다. ‘그런
데’라는 전환의 표지 이후,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다는 내용을 통해 자연적 원근법은 정확하게 재현하는 방법과는 거
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9)  낮아지거나, 커지면 / 높아지거나, 작아지면

14)  수기, 이기론, 치인, 이기론, 이, 기

92)  존재자, 존재자, 존재 / 존재자 / O  우리가 아는 ‘존재’, ‘존재
자’의 뜻과는 다른,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파악이 이루어졌어야 했
다. ‘존재 : 존재자를 존재자답게 만들어주는 것 / 존재자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인간, 예술의 작가, 예술품 포함)

17)  X, O

94)  정당화가 안 된 상황

20)  가해자, 피해자 /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
게 배분

95)  채무, 급부

11)  유사성, 추가적 특성

23)  점유, 소유, O  주인일 수도(점유하는 사람 = 소유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다. 사실상의 지배는 하고 있으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 O, O
29)  비섬유소, 효소, 포도당, 사람의 체내에서 합성
32)  계약, 청약, 승낙, O
35)  현실, 실재, 실재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마
치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재 세계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 즉 이미지라는 개념은 ‘감각에 의해 지각’한 것, 현실 세계
라는 대상보다는 실재 세계라는 개념과 더 관련이 있다.
38)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 노폐물 제거 / 혈관 벽 / O  이후
나오는 ‘앞 정보와의 연결도
’ 포함되어 있다.
41)  X, 매개자, 매개자

96)  본계약의 성립  ‘급부’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무를
’ 가진 사
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97)  지질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어 지질도 없지만 바이
러스 중 일부는 캡시드 외부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
여 있다. 다양한 병원체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이므로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지질이다.
98)  바이러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으므로 지질이 없
고,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
여 있기에 그렇다.
99)  ㉠ :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갑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 :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하면, 갑에
게 자유의지는 없다.
100)  추위, 강물이 얼었다 / ‘때문에’(인과 관계 그 자체)
101)  근일점

47)  경기, 경제, 경제  경제와 경기를 지문 내에서 구별하는 읽기가
필요했다.

102)  반비례  ‘필요한 사이클은
’ ‘몇 번 발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애초에 증폭될 양이 많아 한 번에 발색이 많이 된다면, 당연
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이클의 수 즉, 발색의 횟수
는 적어질 것이다.

50)  칼로릭, X

103)  높은, 낮은

53)  X, 권리, 의무

104)  맞다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바나나의 사라짐)가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되었다.

44)  낮고, 높다 / 높고, 높아야

56)  덕, O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덕’이다.
그리고 인간 고유의 기능이 이성의 활동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
국 이성의 활동 = 덕,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에
’ 따라야 함.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의 활동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59)  개인과 금융 기관의 거래, 금리
62)  O, O  근대 이전에는 과학적 세계관이 없었다. 대두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는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 이상으
로 보았고, 이후에는 ‘국한’ 즉, 범위를 축소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65)  X, 유사성, 차별성
68)  산소, 이산화탄소 / 폐의 혈액, 심장 / 물질대사, 심장, 폐  이
후 제시되는 ‘손을 써서 처리하기’의 예고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다.

105)  아니다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그림자의 일그러짐)가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되지 않았다.
106)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
달하는 과정
107)  사회 태만
108)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109)  ㉠ : 정립, 반정립 ㉡ : 종합
110)  이념, 현실
111)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 군주의 실정

면 된다.
150)  그 명제가 참 or 거짓이라는 ‘가장 강한’ 믿음 갖게 됨. / 기존
의 믿음 -> 임의의 명제가 참 or 거짓이라는 조건하에 기존에 믿었던
명제에 대한 믿음으로 바뀜.

141)

142)  민감도 : 존재 O - 양성 판정 비율(진양성 ↑ 위음성↓), 특이도
: 존재 X - 음성 판정 비율(진음성 ↑, 위양성 ↓)

143)

144)  수입 > 수출 - 적자 / 수입 < 수출 - 흑자
145)  금 1온스 : 35달러 / 1달러 : 1000원 / 금 1온스 : 35000원(35
달러 구한 후에만 금 교환 가능)
146)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음 /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게 되어 일관성, 저장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짐.
147)  1000  왼쪽에 제시된 앞 문단에 ‘7’이 ‘0111’이라고 나온다.
이 중 ‘0’은 양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1’로 시작하게끔 쓰면 될 것이
고, ‘1의 보수법은
’ ‘합쳐서 1이 되게 하는 수를
’ 쭉 늘어 놓으면 되는
것이므로 ‘111’에 각각 더해야 하는 수들은 모두 ‘0’일 것이다. 그래서
음수인 ‘1’과 ‘000’을 합친 ‘1000’이 답이다.
148)  해결한 것 :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음 / 해결하
지 못한 것 :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숫
자는 바뀌었으나, 서로 다른 두 데이터가 0이라는 같은 수를 나타내
는 경우)
149)  3+(-7) = 011+(1001) = 1100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법 내
용을 필요로 한다. 1의 보수를 구한 후에 ‘1’을 마지막 자리에 더해주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