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명 주요 출제 포인트 중요도

언어와 국어
중요도 A

언어의 본질 ◍◍○

언어의 기능 ◍○○

언어와 사고의 관계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순화 ◍○○

말하기 ․ 쓰기
중요도 C

말하기 ◍○○

쓰기 ◍○○

문제 유형 분석

01 주제별 중요도 

02 문항 비율

03 출제 빈도

C (보통)  

전체 출제 문제의 4% 차지

최근6년간 9회 출제 (2011, 2013, 2014, 2015) 

출제 경향 분석

국가직 핵심 기출 선택지 주제별 총정리 

언어와 국어 / 말하기·쓰기

출제연도

문항수

11

2

13

3

1614

2

15

2

12

(2011-2015 국가직 7·9급 기출, 2016 9급 기출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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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C }

학습 목표  시험에 출제된 선택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 step 1 }
기출 및 변형 선택지 최종 점검

{ 중요도 C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01. 언어와 국어 핵심 선택지 
총정리 

출제 포인트 1 언어의 본질 ◍◍○ 01-07

출제 알고리즘   · 언어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 즉 자의성, 사회성(불역성), 역사성(가역성), 추상성, 분절성, 개방성(창조성)에 관한 문제 
· 하위 개념과 그에 따른 사례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문제

다음 중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선택하시오. 

05441 2004 국가직 9급 변형  중요

01 언어의 자의성은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05442 2013 국가직 9급 

02 언어의 분절성은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05443 2013 국가직 9급 변형

03 언어의 추상성은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05444 2004 국가직 9급 변형

04 언어의 사회성은 동일한 언어군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정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05445 2013 국가직 9급 

05 실제로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는 데도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

의 사례에 해당한다. 

05446 2004 국가직 9급 변형

06 ‘멍멍’은 의성어로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개 짖는 소리 ‘멍멍’은 일

본인들에게 ‘왕왕’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언어의 추상성과 관련이 있다. 

05447 2004 국가직 9급 변형  고난도

07 ‘사오정’(사십오 세 정년)이란 말은 개인이 만든 말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쓰이고 있다. 이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출제 포인트 2 언어의 기능 ◍○○ 08-10

출제 알고리즘   · 언어의 기능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 즉 표현의 기능, 표출의 기능, 감화의 기능, 친교의 기능, 관어적 기능, 미적 기능, 정보 보존의 기능에 관한 문제 
· 하위 개념과 그에 따른 사례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문제

다음 중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선택하시오. 

05448 

08 ‘말도 화장을 시켜 놓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언어의 친교적 기능을 보여 준다. 

05449 

09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은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05450 

10 “ 잔 먹새그려.   잔 먹새그려. 곶 것거 算 노코 無盡無盡 먹새그려.”는 명령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ll OX 50문항 전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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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최신 3개년 연도별 총정리 

최신 기출 변형 모의고사

01회 2016년도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 전 범위 20문항

02회 2016년도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 전 범위 20문항

03회 2015년도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 전 범위 20문항

04회 2015년도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 전 범위 20문항

05회 2014년도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 전 범위 20문항

06회 2014년도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 전 범위 20문항

총 문항 수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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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기출과 똑같은 유형과 난이도의 변형 모의고사로 실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01회
최신 기출 변형 모의고사

2016년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20문항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All

제한시간 합격점수

20분 85점(17개 이상)

06961 

문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1번 변형

① English－잉글리시

② recreation－레크리에이션

③ shrub－쉬러브

④ Bach－바흐

$$

06962 

문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은? 2016 국가직 9급 2번 변형

① 이제부터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②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③ 밥은 밥대로, 술은 술대로 들어갈 배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느냐?

 -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④ 그 아이는 영어는커녕 국어조차 제대로 못한다. 

 -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

타냄.

$$

06963 

문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

은?  2016 국가직 9급 3번 변형

《심청전》은 삼국 시대 이후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일을 두고 구전되어 오는 동안 첨삭 변형되면

서, 숙종 이후 판소리 계열의 소설로 정착되어 평민 문

학이 한창일 때 소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심

청이 불교적인 인과율(因果律)로 죽음과 환생(還生), 

행과 불행이 모순된 인과의 과정에서 효도를 다함으

로써 결국 자신과 아버지의 행복을 쟁취하는 귀결을 

보여 주고 있다.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

06964 

문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가직 9급 4번 변형

처음에 부르주아지의 토론 기구 내지 공론장으로서 

출발한 신문은, 노동 계급 운동의 성장과 함께 급진 신

문이 전성하는 시기를 겪은 후, 부르주아지가 최종적으

로 부상한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화 산업 내지 이

데올로기 기구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기여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

식세, 인지세 등의 폐지와 윤전기 개량 등의 기술적 발

전에 힘입어 신문은 이윤성 있는 투자 부문으로 변모된

다. 여기에는 보통 교육의 확대 실시로 인한 대중의 문

화적 욕구 및 문자 해독률의 증대가 촉매제 역할을 하

게 된다. 다음에, 계속되는 공황과 경제적 위기를 경험

하는 가운데 상품의 대량 생산 못지않게 수요 창출의 

노력이 중요해지면서, 신문이 광고의 주된 매체로 기능

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문 경제에 있어서 광고 수입은 

판매 수입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신문의 생존

은 독자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광고 매체로서의 중요

성에 좌우하게 되었다. 이는 신문에 대한 통제가 국가 

통제에서 자본 통제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배 계급으로 정착한 부르주

아지는 더 이상 공론 영역의 확장에 애쓸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른바 ‘공론 영역의 재봉건화 현

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부르주아지의 반봉건 투

쟁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당화 원천인 교회가 쇠퇴한 마

당에, 신문은 이제 역으로 지배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지가 피지배 계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어하는 이데

올로기 기구로 전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문의 발전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체계의 발전에 대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체계 내의 위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오늘날의 신문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하나의 기

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② 오늘날의 신문은 노동 계급 운동의 성장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③ 오늘날 신문은 공론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화하

는 봉건적인 기구가 되고 있다.

④ 광고의 영향력 확대는 신문이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하는 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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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출제 알고리즘 100% 적용

2017년도 적중 예상 문제

01회 2017년 적중 예상 문제 범위 : 전범위 20문항

02회 2017년 적중 예상 문제 범위 : 전범위 20문항

총 문항 수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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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

20문항

전 범위

2017년 적중 예상 문제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학습 목표 실전과 완전히 똑같은 유형과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실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All

07081 

문1. 다음 말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시옷 → [시옫]: 받침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발음한다.

② 녹혀 → [노켜]: 받침 ‘ㄱ’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

합되는 경우 두 소리를 합쳐 [ㅋ]으로 발음한다. 

③ 닭이 → [달기]: 겹받침 뒤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뒤 음절 첫소리로 발

음한다.

④ 신문 → [심문]: 받침 ‘ㄴ’은 자음 동화 현상 때문에 

[ㅁ]으로 발음한다.

$$

07082 

문2.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지 않은 것은?

① 한가위: hangawi

② 태권도: taigwondo

③ 씨름: ssireum

④ 가야금: gayageum

$$

07083 

문3.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경제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다.

②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가정의 보육을 우선 지

원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③ 자기의 생이 보람을 못 느낄 때, 허무의 감정이 우리

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④ 정상 간의 만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07084 

문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상법을 적용한 작품은?

시인은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세계를 현

실의 시공간에 끌어오기도 하며, 추상적인 것에다가 

구체적 사물의 모습을 빚어 넣기도 한다.

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온님 여희옵고

 내 마음 둘듸 업서 냇가에 안자있어

 져 물도 내안 같도다 우러 밤길 네놋다.

②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퓌였는다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③ 房(방) 안에 혓는 燭(촉)불 눌과 離別(이별)엿관,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쥴 모르는고. 

 뎌 燭(촉)불 날과 갓트여 속타는 쥴 모르도다. 

④ 冬至(동지)ㅅ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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