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 종합적성검사란?

금호아시아나 종합적성검사는 금호 전 계열사에서 채용 시 실시하고 있는 

채용 시험 전형으로, 지원 업종이나 계열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유형으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기 보다는 문항 

수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시험이며, 특히 다른 기업체와는 다르게 

한자시험을 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잘 모르는 지원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도입된 전

형입니다. 

 문제유형 및 검사소요시간

구분 세부내용 문항수(시간) 

적성검사 

언어능력 40문항(5분) 

수리능력 30문항(12분) 

추리능력 40문항(8분) 

지각능력 40문항(6분) 

분석판단 30문항(7분) 

상황판단 30문항(7분) 

직무상식 40문항(6분) 

인성검사 예/아니오 형태 210문항(50분) 

한자시험 
한자의 음과 훈, 한자어,

사자성어 
50문항(40분) 

1. 금호아시아나 인적성 소개



01 언어영역 

1) 어휘

(1)유의어 

제시한 어휘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어휘만 제시하는 문제보다는 독해 문제의 제

시문 속에서 쓰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2)다의어 

다의어 관련 문항은 예문을 제시하고, 예문에서 밑줄 친 어휘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평소 단어의 뜻과 용례를 많이 익혀둘수록 문제풀이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맥

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혼동하

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빈칸추론 

빈칸 추론은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어휘를 찾는 유형입니다. 보기에 유의어나 혼동하

기 쉬운 단어들이 제시되므로 어휘의 미묘한 차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접속사 넣기

의 경우 문맥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소 문장의 구조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관용구 용례를 익혀

두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2) 독해

(1)주제 찾기 

주어진 지문을 읽고 글의 주제를 찾는 유형으로 독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글을 빠르게 

읽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므로 평소 많은 

글을 접해서 빠른 속도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배열하기 

배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문장이나 문단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고, 

두 번째 유형은 제시한 문단을 글에 끼워 넣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일관된 

흐름을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속사 전후에 올 내용을 찾고,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 문제 해결이 보다 쉬워집니다. 

(3)추론 

추론은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지문을 꼼꼼히 읽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

다. 

2. 문제 영역별 꿀팁



(4)논리 반박 

반박하기는 지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 반박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독해 

영역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있으나 제시문의 의도만 정확히 파악하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평

소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내용 일치 

내용 일치는 주제 찾기와 더불어 독해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혹

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유형으로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푸는 것이 

더 쉽게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02 수리영역 

1) 거리/속력/시간

중학교 때 배운 물리의 기본 공식인 (거리)=(속력)*(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다양한 형

식으로 출제되며, 최근에는 이동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속력이나 이동시간이 다르도록 구성한 문제

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2)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더하고, 둘 다 동시에 선택해야 할 때에는 곱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형은 

‘줄 세우기’, ‘대표 뽑기’, ‘정수 만들기’를 기본으로 다양한 변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많은 유형을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를 정확히 구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3)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r이라 하면 P(A)=r/n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4) 함께 일하기

‘함께 일하기’는 동시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성해야 하는 일의 양을 1로 두고, 단위 시간

당 할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합니다.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에 시간을 곱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의 양이 되고, 그것들을 더하면 전체 일의 양이 1이 된다는 것을 기업하면 좋습니다.  

5) 매출/이익/할인율

매출(판매가격, 판매수입)=매출원가 + 이익(수익)이라는 공식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이 유형 역시 3

가지 변수 중에 어느 하나를 변화시키고 나머지 둘 중 하나의 값을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표

를 그려서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비례관계

변수들 간의 특정한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유형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

했다면, 변화 전과 변화 후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풀이가 간단해집

니다.  



7) 농도

농도 구하기 문제는 주로 (소금물+소금물), (소금물-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지 근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농도’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8) 자료 해석

자료해석의 목적은 결코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숫자 계산에 매달리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연산법을 정해서 근사치 계산에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면 계산의 두려

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포함된 자료해석 문제는 제시된 자료에 그래프가 포함된 경우와 

제시된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제시된 자료 중에 포함된 막대그래프나 원

그래프 등은 숫자를 그림으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표의 형식으로 나온 것과 주어진 정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9) 기타

위의 7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끔씩 출제되는 유형들입니다. 주로 일차방정식, 일차부등식, 

집합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의사결정 문제 유형도 포함되므로 공부할 때 빼놓지 않도록 합니다.  

03 추리영역 

1) 문자 추리

문자 추리는 크게 문자의 순환을 이용한 유형과 문자와 수를 치환하여 푸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

부분 문자순환을 이용한 유형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문자와 숫자를 서로 대응하여 연결시키는 것에 익

숙해져야 합니다. 

2) 어휘 추리

어휘 추리 문제는 기업에 따라 언어 영역에서 출제되기도 하고 추리 영역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주

어진 어휘의 1:1관계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본적인 어휘력만 있다면 답을 구하는데 별 어려움

이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 3개 어휘의 상관관계를 묻기도 합니다. 어휘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어휘들을 그룹화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운데 글자로 시작하는 관계 등 형식적 조건을 이

용해 푸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명제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으로 모든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

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에 응용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히 연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 명제와 그 대우 관계를 이용하여 출제합니다. 

4) 삼단논법

2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삼단논법이라 합니다. 삼단논법에서는 대개

념이 들어간 대전제가 먼저 진술되고, 그 다음에 소개념이 들어가 소전제가 진술됩니다. 그리고 마지

막에 결론이 진술됩니다. 삼단논법을 다룰 때에는 3가지 개념요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결론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개념이라 합니다. 



→ 결론의 주어에 해당하는 개념을 소개념이라 합니다. 

→ 결론에는 없고 두 전제에만 나타나는 개념을 매개념이라 합니다. 

5) 진실과 거짓

명제형이든 논리게임이든 추리문제의 기본은 주어진 조건이 모두 참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진실 

거짓 게임은 주어진 조건 중에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같이 주어지는 유형입니다. 참과 거짓 각각

에 해당하는 명제의 개수가 중요한 게임의 규칙입니다. 

6) 논리게임

논리게임은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제하는 영역입니다. 대다수 기업

들이 간단한 형태의 논리게임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나 삼성그룹의 경우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

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지원자의 경우 별도의 심화 학습이 필요합니다. 논리게임은 크게 배열하기/

묶기, 속성 매칭하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고려해야 하는 속성의 수에 따라 구분한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04 공간지각영역 

1) 회전과 대칭

평면도형의 회전과 대칭이동을 통해 변화된 모양을 찾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회전과 대칭

의 기준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형 조각 찾기

복잡하게 나뉜 도형과 조각이 주어지고 도형 속에서 조각의 모양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회전까지 고려해야 하며, 도형과 합동인 조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길이와 각도를 재는 것보다는 

모양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합

니다. 주로 사각형을 여러 선으로 복잡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더 복잡한 문제는 곡선이 포함되기

도 합니다. 단순한 도형부터 복잡한 도형까지 다양하게 출제되므로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3) 도형 완성하기

도형 완성하기는 여러 도형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완성도형을 찾는 유형으로 평면, 입체도형 전

반에 걸쳐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도형 조각 찾기의 반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

면도형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해봤던 칠교놀이를 생각하면 접근하기 쉬울 것입니다. 비교적 단순

한 평면부터 차례로 연습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접기&펀칭

접기&펀칭은 종이를 접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구멍을 뚫거나 잘라내는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접는

모양과 방향에 따라 잘라낸 부분의 회전도 생각해야 하고, 겹쳐져서 잘라지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어

야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처음에는 직접 접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5) 전개도

전개도는 다양한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개도가 구성된

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개의 유형 중 ‘모서리 연결하기’, ‘그림의 방향 찾기’가 전개도 

유형의 핵심이고,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제 경향에 따라 면이 수십 개인 경우도 출

제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사위 형태이므로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통해 먼저 연습해보는 것

이 좋습니다. 

6) 회전체

회전체 유형은 하나의 입체도형을 여러 방향에 바라보고 이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

어보는 유형입니다. 유형은 회전체 찾기와 회전체 만들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7) 투상도

투상도&단면도 유형은 입체도형에서의 평면도형을 찾는 문제로, 회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풀기 전에 용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8) 블록

블록유형은 정육면체 형태의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이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출제유형으로는 

블록개수세기, 블록의 투상도 등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가능하고, 앞선 유형들과 주어지는 도형이 평

면도형이나 일반적인 입체도형이 아닌 블록을 쌓아서 만들어졌다는 것만 다릅니다.  

9) 추론형

도형들의 관계나 변화를 살펴보고 규칙을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여러 도형을 나열해 놓고 중간이나 마

지막 빈칸에 들어간 도형을 찾는 유형이나, 도형의 변환 규칙을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10) 알고리즘형

규칙이 주어져 있고 이를 따라 지시를 수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도형을 찾는 유형입니다. 현

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주어진 규칙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읽는 능력이 중요

합니다.  



01 다음 단어의 유의어는?

연유 

① 선정

② 경과

③ 까닭

④ 수습

[해설] 

01 ‘연유(緣由)’는 ‘일의 까닭’의 뜻으로, 유의어는 ③이다. 

③ 까닭 :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

① 선정(選定)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② 경과(經過) : 일이 되어 가는 과정

④ 수습(修習) : 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잡음

[정답] ③ 

02 다음 단어의 반의어는?

승인 

① 수용

② 차별

③ 거부

④ 절교

[해설] 

02 ‘승인(承認)’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의 뜻으로, 반의어는 ③이다. 

③ 거부(拒否) :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① 수용(受容) :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② 차별(差別)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④ 절교(絶交) : 서로의 교제를 끊음

[정답] ③ 

언어능력 

3. 실전 기출문제



0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다시 봄이 오니 온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 생명이 넘쳐난다. 

①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

②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해봐.

③ 다시 보아도 틀린 곳을 못 찾겠어.

④ 웬만큼 쉬었으면 다시 일을 시작합시다.

[해설] 

03 부사 ‘다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시문의 ‘다시’는 ‘이전 상태로 또’의 뜻으로 쓰였다. 

이와 유사하게 쓰인 문장은 ①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를 들 수 있다. 

②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③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④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정답] ① 

04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2

3
÷ 5 +

2

5
× 2 

 ① 14
15

②
4

5
③

2

3
④ 

8

15

[해설] 

04 
2

3
÷ 5 +

2

5
×2 = 

2
3

×
1
5
+

4

5
= 

2

15
+

12

15
= 

14

15

[정답] ① 

05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수리능력 



129-(  )+18=-165 

① 298 ② 302 ③ 308 ④ 312

[해설] 

05 129+18-(-165)=312 

[정답] ④ 

06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1.725   3   -1.225   11   -0.975   27 (   )   59  

① -0.925 ② -0.95 ③ -0.85 ④ -0.825

[해설] 

06 홀수 항은 +0.5, +0.25, +0.125, ⋯을 더하는 수열이고, 짝수 항은 2을 곱한 후 5를 더하는 수

열이다. 

[정답] ③ 

07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5 3 19 6 40 18 68 ( ) 

① 72 ② 75 ③ 78 ④ 81

[해설] 

07 홀수 항은 +14, +21, +28, ⋯을 더하는 수열이고, 짝수 항은 ×2, ×3, ×4, ⋯이다. 

[정답] ① 

08 다음 표를 보고, 두 문자의 합이 12가 나오는 것은?

추리능력 

지각능력 



① A, I ② C, G ③ E, G ④ G, J

[해설] 

08 ①·② 10, ④ 17 

[정답] ③ 

09 다음 제시된 좌우의 문자를 비교하여, 같은 문자의 개수를 구하여라.

북롤털붇롤북털텀붇북 – 북룰털붇롤불털턱붇북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해설] 

09 북롤털붇롤북털텀붇북 – 북룰털붇롤불털턱붇북 

[정답] ② 

 

10 다음 중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내가 알고 있는 키가 큰 친구들은 모두 소심했다. 따라서 키가 큰 준일이 역시 소심할 것

이다. 

② 할머니께서는 신경통이 오면 다음날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께서 신경통이 왔다

고 말씀하시니, 내일 비가 올 것이다. 

③ 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한계를 초과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 강물은 그 한계를 초과

했기 때문에 붕어도 잉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④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기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해설] 

10  ①·②·④는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소심하다, 비가 온다, 태양이 떠올랐다) 반면 ③은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①·②·④는 연역논증이, ③은 귀납논증이 사용되었다. 

[정답] ③ 

분석판단능력 



11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무게의 공 5개가 있다. 무거운 순서로 나열한 것은?

 파랑공은 가장 무겁지도 않고, 세 번째로 무겁지도 않다. 

 빨간공은 가장 무겁지도 않고, 두 번째로 무겁지도 않다. 

 흰공은 세 번째로 무겁지도 않고, 네 번째로 무겁지도 않다. 

 검은공은 파란공과 빨간공보다는 가볍다. 

 노란공은 파란공보다 무겁고, 흰공보다는 가볍다. 

① 흰공 – 빨간공 – 노란공 – 파란공 – 검은공

② 흰공 – 노란공 – 빨간공 – 검은공 – 파란공

③ 흰공 – 노란공 – 검은공 – 빨간공 – 파란공

④ 흰공 – 노란공 – 빨간공 – 파란공 – 검은공

[해설] 

11  ① 빨간공은 두 번째로 무겁지 않다. ②·③ 검은공은 빨간공과 파란공보다는 가볍다. 

[정답] ④ 

12 다음 설명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중국어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중국어 면접을 잘 보려면 중국어 회화 레슨을 받는 것이 좋다. 

① 중국어 면접에 합격하지 못하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중국어 회화 레슨을 받지 않고도 중국어 면접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중국어 회화 레슨을 받으면 중국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④ 중국어 회화 레슨을 받고도 중국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해설] 

12 중국어 회화 레슨을 받으면 중국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답] ③ 



 

13 ~14 해설과 정답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13  A 대리의 주 업무는 자회사 B와 관련되어 있다. 자회사 B와 본사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 A 대

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① 자회사 B의 상황을 설명하여 본사의 입장을 수정하도록 한다.

② 무조건 자회사 B가 입장을 수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자회사 B와 본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④ 자회사 B와 본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각각에게 제시한다.

14  A 사원은 늘 자신의 일을 다 끝내고도 제때에 퇴근하지 못한다. 동료들과 선배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A 사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자신의 불만을 표정과 행동으로 여과 없이 드러낸다.

② 자신의 감정을 공손하게 이야기한다.

③ 어차피 정시 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천천히 진행한다.

④ 직급이 높은 선배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

15 다음 중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① 정당정치의 발전

② 권력분립의 원칙 실현

③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 실현

④ 빈곤, 실업,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해설] 

15 야경국가(夜警國家)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

고 보았던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으로서, 18~19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 초기의 국가 형

태를 가리킨다. 

 국가의 임무를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자유

직무상식능력 

상황판단능력 



주의 국가관으로 최소주의 국가(Mimimalist State) 또는 소극적 국가(Nagative State)

라고도 한다. 

 1929년의 세계대공화, 극심한 빈부격차, 나치즘의 발생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 탓에 

국가 개입주의가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복지국가 체제로 나타났다. 

[정답] ④ 

16  다음 중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 나가도

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공약’ 시민운동을 가리키는 것은? 

① 오픈 프라이머리

② 캄파니아

③ 스핀닥터

④ 매니페스토

[해설] 

16 ④ 1834년 영국의 로보트 필 보수당 당수가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

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 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니페스토’

라는 용어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정답] ④ 

17  출처를 위장하거나 밝히지 않은 의도적인 흑색선전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마타도어(Matador)

② 발롱데세(Ballon D’essai)

③ 데마고그(Demagogue)

④ 매니페스토(Manifesto)

[해설] 

17 ① 마타도어는 적국의 국민이나 군인으로 하여금 전의(戰意)를 상실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

시켜 정부나 군대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군대와 국민 간을 이간할 목적으로 행해지

는 흑색전이다. 

[정답] ① 



18  다음 한자의 부수를 찾아라.

難 

① 隹 ② 艸 ③ 大 ④ 口

[해설] 

18 難 (어려울 난) : 부수 隹 (새 추) 

[정답] ① 

19  다음 한자의 부수를 찾아라.

野 

① 里 ② 子 ③ 田 ④ 土

[해설] 

19 野 (들 야) : 부수 里 (마을 리) 

[정답] ① 

한자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