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 통일골든 벨 예상   문제  

201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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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 중 어느 그림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정확하게 그린 것인가요?     4 번  

    Which one of the followings is the correct drawing of the Korean national flag, or Taegukgi?    

 

 

2.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슨 꽃입니까?  What is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무궁화 / Mugunghwa, Rose of  

Sharon 

  

3.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What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 / Seoul  

 

4. 서울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me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in Seoul? 청와대 /  

Blue House  

 

5. 조선의 제 4대 왕으로 한글을 창제한 임금님은? ① 세종대왕 ② 고종③ 단종 ④ 광개토대왕 

   Who is the King created Hangeul? ① Sejong the Great ② Gojong of Korea ③ Danjong of Joseon ④ 

Gwanggaeto the Great  

 

6.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 주세요. 한국의 국가 보물 (국보) 제1호는 남대문이다. 0 

Please write O for yes, X for no. The National Treasure #1 of Korea is Namdaemun. 

 

7. 있다면 O, 없다면 X를 써 주세요.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다. 0 

  Please write O if it’s true, X otherwise.  North Korea has its own subway system. 

  

8.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 주세요.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다. 0 

Please write O for yes, or X for no.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remaining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fter World War II. 

 

9. 전통놀이 중 4개의 윷을 던져 하는 놀이는?  What is this Korean traditional play that player throws four yuts? 

윷놀이 / a game of Yut 

 



10.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주세요.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였는데, 이 올림픽에는 전 세계 

159개국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0 

Please write O if it’s true, X otherwise. The 1988 Summer Olympics were held in Seoul and 159 nations were represented in Seoul 

Olympics, resulting in the largest ever number of participating nations during the Cold War era.  

 

11. 이 섬은 무엇일까요? 이 섬은 한반도와 일본 중간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섬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독도/ Dokdo or Tokto 

What is this island? This island is situated midway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s main island. Because of its geographical 

importance, Japan has falsely claimed that this island belongs to them. 

 

12. 다음 중 남한 말과 북한 말이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일까요?  4 

① 파마머리- 볶음머리 ② 스님- 중선생 ③ 낙지- 오징어 ④ 한가합니다- 일없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South Korean word and North Korean word is not paired correctly? 

① 파마머리- 볶음머리 ② 스님- 중선생 ③ 낙지- 오징어 ④ 한가합니다- 일없습니다 

 

13.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 주세요.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 0 

Please write O if it’s true, X otherwise. There is Gangwon Province in North Korea. 

 

14. 한국의 국보1호는 남대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보유적 1호는 무엇인가?  2 

① 백두산 ② 평양성 ③ 동명왕릉 ④ 단군릉 

The National Treasure #1 in South Korea is Namdaemoon. What is the national treasure #1 in North Korea? 

① Paektu Mountain ② Pyongyang Palace ③ Tomb of King Tongmyong ④ Mausoleum of Tangun 

 

15. 이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강은 한국의 주요 강으로서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네번째로 긴 강이다. 한반도의 중심부를 흐르는 강으로서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그리고 서해로 계속해서 흐른다. 이 강은 5천년의 한반도 역사와 함께 했으며 강변의 공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휴향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강/Han River 

What is the name of this river?  This is a major river in South Korea and the fourth longest river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Amnok, Tuman, and Nakdong rivers. Running through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iver flows from Gangwon-do towards 

Chungcheongbuk-do, Gyeonggi-do, through Seoul and continues on to the Yellow Sea. The river has witnessed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for over five thousand years. The riverside parks offer a nice retreat/leasure for the citizens of Seoul. 

 

16. 흔히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하는 이 그림의 한국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연날리기 / 

Kite Flying  



What is the name of this Korean folk play in the picture which happens from the beginning of the 

Lunar New Year to the first full moon? 

 

 

17.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 주세요.  0 

북한에서도 축구는 매우 인기가 높은 스포츠이다. 북한에는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축구학교가 있다. 

Please write O if it’s true, X otherwise.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North Korea. There is an international soccer school in North Korea. 

 

18. 북한에서 제1외국어는 무엇인가?  3 

① 러시아 ② 중국어 ③ 영어 ④ 프랑스어 

What is the first foreign language of North Korea? ① Russian ② Chinese ③ English ④ French  

 

19.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꽹과리 / Kkwaenggwari 

이 악기는 놋쇠로 만든 악기로서 채로 두들겨 소리를 내는 한국 전통 악기이다. '꽹꽹'하는 소리가 

난다. 

보통 서민들 가운데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종묘제례악에서도 사용된다. 

What is the name of this instrument? This instrument is a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made of brass. It was named due to 

its sound sharp "kkwaeng, kkwaeg" sound. The instrument was usually used among common people, but it was also used during 

Jongmyo ritual.  

 

20.사물놀이 악기의 하나이고 한국 전통음악의 악기인 이 그림의 악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징/Jing  

What is the name of the musical instrument of in this picture which is one of the samulnori 



instruments and instrum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21.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0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The Korean War began when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22.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 주세요. 1985년에 고향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0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In 1985, there was the first ever reunion of dispersed families i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 name of the Home Town Visit program. 

 

23.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북한은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북한의 모든 

활동을 ‘영도’한다고 규정한 당은 공산당이다. X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North Korea is governed by one party that holds all the power. The party 

defined to ‘lead’ all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 is the Communist Party. 

24. 이 선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휴전선, 한반도 군사 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21  

이 선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대한민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경계를 

이루는 지도상의 선이다. 

What is the name of this line? 

This line divides the Korean Peninsula north and south, drawing boundaries between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25.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1894년 갑오개혁때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The gwageo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system was abolished 

during the Gabo Reforms of 1894. 

 

26.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1972년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In 1972,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on the unification principles of ‘self-reliance, peace and great national unity’ in the July 4th South 

and North Korea Joint Statement. 

 

27.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소련은 6・25 전쟁 발발 직전에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였다.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The Soviet Union approved of North Korea’s plot to invade South Korea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8.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던 장소를 쓰세요. Write the name of the place where the Korean War armistice 

was signed.       

     판문점 / Panmunjeom 

 

29. 이것은 한국 전통 음악의 타악기로서, 모래시계 모양의 나무통 양면에 가죽을 대서 만든 악기다. 

허리가 잘록하여 요고라 불려진 고대 타악기에서 변형된 악기로서 사물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타악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This percussion instrument is a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 that is made of wooden drum shaped like an hourglass. The sheet of 

leather is placed on both sides of this instrument to make sounds. An integral part of Samulnori which originated from an ancient 

percussion instrument called Yogo. What is the name of this instrument?  장고 또는 장구/Janggo or Janggu 

 

30.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는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명절이다. 북한에서도 ‘추석날에 선조들의 

산소에 찾아가며 단오 날에 즐겁게 노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들의 풍습’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명절로 평가한다. 북한에서 단오에 행하는 놀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2 

① 씨름 ② 팥죽먹기 ③ 그네뛰기 ④ 윷놀이  

Dano is a Korean traditional holiday that falls on the 5th day of the fifth month of the Lunar Korean calendar. North Korea also 

celebrates Dano as an official holiday. 

Which one of the followings is NOT a traditional activity that North Korean people do on Dano? 

① Wrestling ② Eat rice & adzuki-bean  ③ Get on a swing  ④ Play Yut 

 

31. 다음 중 북한이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아닌 것은?   2  

① 더 심슨스 ② 우리별 1호와 얼룩소 ③ 게으른 고양이 딩가 ④ 개구쟁이 뽀로로 

In which of the following animations was North Korea NOT involved in the production? 

① The Simpsons  ② The Satellite Girl and the Milk Cow  ③ Lazy Cat Dinga ④ The Little Penguin Pororo 

 

32.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소유권, 사용권  /  ownership, right to use 

북한에서 주택의 ( )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 ) 은 인민들에게 준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영구임대주택’이라  볼 수 있다. 

Write the appropriate words for the two blank spaces in that order. 

In North Korea, home ( ) belongs to the state while people are granted the ( ) their homes, which can be called 

‘permanent rental housing’ in this sense. 



 

33.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차별 대우에 대한 반발로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not. 

The Imogunran took place as soldiers belonging to old-fashioned military units rose up against the Joseon dynasty’s promotion of open-

door policies and the discriminatory measures they were subjected to. 

 

 

34.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X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독립신문이며, 박문국에서 발행되었다. 

Write O if th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Korea's first modern newspaper was the Dongnip Sinmun (The Independent) published by Bangmunguk. 

 

35. 다음 중 2017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 1위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옳은 것은?  1 

① 반도체 ② 자동차  ③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④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As of 2017, what was the biggest export item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Semiconductors    ② Vehicles   ③ Mobile phones and wireless telecommunications devices  

④ Ships, marine structures and associated components 

 

36.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형물의 공식 명칭을 쓰세요.  평화의 소녀상 /  The Statue of a Girl of 

Peace  

   ㆍ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  

   ㆍ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 

   ㆍ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십 개가 설치됨. 

    What is the official name of the sculpture described below? 

• A symbol of the sufferings of comfort women exploited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  The first sculpture erected on December 14, 2011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Korea.     

•  Dozens installed both at home and abroad 

 

37.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In November 1947,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decided on a general election based on the demographic propor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38.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한인 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조직하였다.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Kim Gu organized the Korean Patriot Society to overcome the slowdow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9.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X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되자 고종은 특사를 파견하였고, 특사는 만국 평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다.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Emperor Gojong sent special envoys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held in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The envoys denounced 

the unfairness of the Eul Sa Neuk Yak as representatives of the Great Korean Empire. 

 

40.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한다. 

반면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한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가 높아져 

다양한 이익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 / 

The Korea Premium Phenomenon 

The ‘Korea Discount’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by the Republic of Korea is grossly undervalued due to the national division. 

In contrast, national unification will greatly boost national recognition and enhance the country’s value in various areas, which will result in 

diverse benefits for the country. What is the name of this phenomenon? 

 

41. 남과 북을 연결하던 경의선은 2008년 11월 28일 안타깝게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경의선은  남쪽의  어느 역과 북쪽의 어느 역을 연결한 것인지 쓰세요.  도라산역, 봉동역 / Dorasan 

Station and Bongdong Station  

Regrettably, the  Gyeongui Line linking South and North Korea ceased operating on November 28, 2008. Write down the names of 

the st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that were connected by the railway line. 

 

42.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이다. 따라서 금강산이나 개성을 갈 경우 

금강산이나 개성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지역이므로 ‘출국’ 대신 ‘출경’, ‘입국’ 대신 ‘입경’이라는 용어를 

쓴다.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considered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Rather, it is a provisional 

special relationship. Therefore, when South Koreans visit Mt. Geumgang or Gaesung, they use “Exit” instead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and“Arrival” instead of “Entry into the Country” as the locations are classified constitutionally as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X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해 내정과 

외교를 장악했다. 

Write O if th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illegal Eul Sa Neuk Yak, Japan set up the Chongdokbu in Korea, and Ito Hirobumi served as the first Chongdok 

(Governor-General of Korea), taking charge of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of Korea. 

 

4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계선의 명칭을 쓰세요.  북방한계선 / Northern Limit Line (NLL)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인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What is the name of the border described below? 

Immediately after the ceasefire agreement in 1953, the UN Forces Command set a border line across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i.e. 

Baengnyeongdo, Yeongpyeongdo, Daecheongdo, Socheongdo and Udo Islands. 

 

45.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X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On March 1, 1919, thirty-three representatives read out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Tapgol Park and began street 

protests in Jongno. 

 

46.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용어를 쓰세요.  6월 민주항쟁 / June Democratic 

Protests  

1987년에 전개된 (가)의 결과 이루어진 개헌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이 천명되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명시되었다. 

Please write the correct nam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ill in the blank space. 

The mission of achiev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was affirmed in the new constitution enacted thanks to the efforts of   , 

which occurred in South Korea in 1987, and specifie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a free democratic 

order. 

 

47. 다음 <보기> 중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특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 평화 최우선  ㉯ 상호존중   ㉰ 일관성과 지속성  ㉱ 정책 영역의 한계성 인정 



① ㉮ ② ㉮, ㉯    ③ ㉮, ㉯, ㉰   ④ ㉮, ㉯, ㉰, ㉱ 

Which of the following ar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You may 

choose more than one. 

A.  Peace is  the top priority. B. Mutual respect. C.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D. Acknowledgement of limitations 

in policy areas.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48. 1999년 정부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명칭을 쓰세요.  

재외동포법  /  The Overseas Koreans Act(or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Write down the name of this law.  

This law was enacted by Korea in 1999 to guarantee overseas Koreans'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levant legal status. 

 

49.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남북 역사학자협의회’가  

구성되어 평양일대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The “Council of South and North Korean Historians” was formed on the occasion of the “Joint Symposium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Assets Plundered by Japan” held in Pyongyang in February 2004. Historians from the two countries jointly 

investigated the ancient tombs of the Goguryeo Dynasty scattered around Pyongyang, the capital city of North Korea. 

 

50.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과 또 다른 

형태의 불법적이지만 상설화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불법거래 상품인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품 

등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었고, 이후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이 시장들이 특화된 시장으로 발달되어 

나갔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불러온 1990년대식 북한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를 쓰세요.    

장마당 / Jangmadang  

A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worsened and its distribution system collapsed in the 1990s, black markets known as “Night 

Markets” and another type of illegal but standing market emerged in North Korea. The illegal trading of commodities such 

as rice, corn and certain industrial products became prevalent, and since then such black markets, along with a large-scale wholesale market 

have developed as specialized markets in North Korea. What is the Korean name for the North Korean markets of the 1990s which first 

introduced the market phenomenon in the country? 

 



51.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미래에 반드시 올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통일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온 겨레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③ 우리의 노력과 준비 정도에 따라 통일비용은 줄이고 통일편익을 늘릴 수 있다. 

④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담론의 공론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orrect attitude toward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① We must actively prepare for unification as it will definitely occur in the future. 

② Unification is not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of our governments. All Koreans must join hands to realize it. 

③ We can only reduce the costs of unification and increase the benefits according to the level of our efforts and preparations. 

④ It is desirable to try to avoid talking about unification in public as it may cause unnecessary conflict. 

 

52. 다음 중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①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③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④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등을 저지하였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n activity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①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ure. ② Advocating freedom of the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③ Strengthening imperial power by promulgating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Korean Empire. 

④ Blocking Russia’s request for the lease of Jeollyeongdo Island, among others, by holding a manmingongdonghoe (mass 

congress of the people). 

 

53. 3·1 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4 

①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②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다. 

③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Which of the following was a direct result of the March 1
st 

Independence Movement? 

① The form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and Justice Corps.  ② The closure of the Chosun Ilbo and the Dong-

A Ilbo. 

③ The establishmen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Nation Building.    

④ It becam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54.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1945년 광복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Write O if the above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Following the National Liberation of 1945, South and North Korea were placed under military administr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with the 38th parallel serving as the demarcation line. 

 

55.이 기구의 명칭을 쓰세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이 기구에 1989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05년 부산에서 

이 기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Write down the name of this forum. 

Korea joined this forum, whose primary purpose is to facilitat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s a member country in 

1989. Busan held the summit of this forum in 2005. 

 

56.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럽에서 두 진영의 경제 및 군사 대립이 전쟁으로는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을 쓰세요. 

냉전(또는 냉전체제) / The Cold War (or the Cold War System) 

This common term refers to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capitalist bloc led by America and the communist bloc led 

by the Soviet Un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rite the nam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economic and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blocs in Europe did not develop into an actual war. 

 

5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여 국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어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이후 전선이 ( )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의 제의로 정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 부근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① 평양    ② 3·8도선 ③ 압록강 ④ 낙동강 

Fill in the blank space below with the correct location? 

When the situation of the war was reversed by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UN Forces and the South Korean Army recaptured 

Seoul and advanced to the northern border. However, the situation was reversed again by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army. 

Afterwards, as the front lines remained stuck in a deadlock along the ( ), armistice talks were initiated at the Soviet Union’s 

suggestion. Even while the talks were under way, however, fierce battles continued along the (    ). 

① Pyongyang ② 38th Parallel    ③ Yalu River ④ Nakdonggang River 

 

5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3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가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학생,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호헌 철폐, 민주 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① 4・19 혁명       ② 부·마 항쟁        ③ 6월 민주항쟁 ④ 5・18 민주화운동 

Which incident does the following passage describe? 

In January 1987, after Park Jong-cheol, a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tortured to death by the police and the government 

issued a statement stating that it was opposed to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students and citizens demonstrated fiercely 

across the country, chanting slogans such as “Abolish the Constitution,” and “Fight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 

① The April 19 Revolution  ② The Busan-Masan Uprising   ③ The June Democracy Movement of 1987  ④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5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기지는 통일 신라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붙였다. 이 인물로 옳은 것은?      2 

1988년 세종기지 건설 이후 24년 만에 지어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이다. 연구동과 생활동 등 

16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는  이 과학기지는 연면적이 4,458 ㎡ 에 달하며, 겨울철에는 15명, 여름철에는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사전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 방식을 통해 

건설되었다. 

① 이순신 ② 장보고 ③ 안용복 ④ 최무선 

The research station described in the following passage is named after the historical figure who dominated maritime trade in Unified Silla. 

What is his name? 

The second base of Korea's Antarctic research mission was set up twenty-four year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King Sejong Station in 

1988. The station consists of sixteen buildings covering an area of 4,458 square meters, and houses fifteen people in winter and 

sixty in summer. This module type of station was built with prefabricated materials assembled at the site. 

① Yi    Sun-sin         ② Jang  Bo-go     ③ An                                                                      Yong-bok   ④ Choi  Mu-seon 

 

60.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0 

종묘제례와 제례를 거행할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은 판소리, 강릉 단오제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Write O if this statement is correct or X if it is not. 

The royal ancestral ritual of the Jongmyo shrine and the associated ritual music are inscribed on the list of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Humanity along with the Pansori epic chant and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61. 다음 글을 발표한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김구 / Kim Gu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생전에 3·8도선 이북에 가고 싶다. 그 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Write the name of the person who wrote the following passage.  I would rather die at the 38th Parallel while trying to build a unified 

nation in my motherland than shamefully seek my own comfort and cooperate with anyon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in the South. Before I die, I would like to go beyond the 38
th 

Parallel to the North, and die when those from the North are 

able to return home freely. 

 

62.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① 1970년 이전에는 선 평화 후 통일론이 제시되었다. 

②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 접근의 주요 시각은 남북문제 해결의 3 단계론이다. 

③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④ 김영삼 정부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unification policies of our past governments? 

① Prior to 1970, the 'Peace First, Unification Later' approach was proposed. 

② Since the 1970s, our government's main approach to unification has been the three- step process of solving inter-Korean 

conflicts. 

③ Based on unification principles of 'self-reliance, peace and democracy',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Democratic Unification Plan 

presented a vision for the united Korea to be a democratic country where 'freedom, human rights and happiness' are guaranteed. 

④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eld inter-Korean summit talks for the first time and adopted the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containing directions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five task plans for immediate implementation. 

 

63.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 중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IVI 백신지원 사업 ② WHO 말라리아 방역 사업 ③ UNICEF 영유아지원 사업 ④ 그린피스(GREEN 

PEACE) 지구지킴이 사업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source of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① IVI program for vaccine support.   ② WHO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malaria. 

③ UNICEF program supporting North Korean newborn babies and infants.    ④ GREEN PEACE program "Guarding 

the Earth". 

 

64.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많은 경협사업들이 이루어졌다. 이중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을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하는데, 다음 중 3대 경협사업이 아닌 것은?    3 



① 금강산 관광사업 ② 개성공단 건설사업   ③ 나진·선봉 경제특구   ④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Numerous proj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were carried out after the 2000 Summit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ost typical and symbolic of these projects for cooperation are referred to as the "Three Major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e three major projects? 

① Mt. Geumgang Tourism Project   ② Gaesung Industrial Zone Construction Project 

③ Najin and Sunbong Special Economic Zone  ④ Railroad and Road Connection Proje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65.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남-북 베트남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통일 후 통합과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도이머이 (도이모이) / Doi Moi  

 

'새롭게 한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개혁 정책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The united Vietnam experienced difficulties in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the economic imbalance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country. Vietnam had to promote a new polic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achieve reforms and change.  Write down the 

Vietnamese term described by the following passage. 

 

This Vietnamese word means “Renew” or “Reform.” It refers to the economy-first, open-door reform policy implemented by Vietnam in 

the late 1980s. The policy aimed to implement open-door market-oriented capitalism while maintaining the country’s basic communist 

framework. Since then,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to the country has increased rapidly and Vietnam has achieved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7.6%. 

 

66.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나진-하산프로젝트 / ] The Najin-Hasan Project  

한국은 2013년 한‧러정상회담 합의에 의해 북‧러 사업에 한국이 합류하는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개통하고, 이 철길이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종단 철도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What is the name of this project?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ceeded with this proje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at the 2013 Korea-Russia Summit Meeting in 

the form of joining a North  Korea-Russia project. The project is expected to establish a link connecting the North Korea-

Russia Railway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and the Inter Korean Railway. 



 

67. 다음의 내용과 관련 있는 단체의 이름을 쓰세요.   조선어학회 / The Korean Language Society 

*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하였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전개하던중 회원 30여 명이 일제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다. 

What is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described below? 

ㆍIt succeeded the Research Society of the Korean Language. 

ㆍIt enacted the “Unified hangeul (Korean) Spelling System” and the “Unified Orthography of Standard Korean and Foreign 

Language.” 

ㆍThirty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while promoting the pub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Korean Dictionary. 

 

68. 다음 사건을 일으킨 의사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4 

어제 오후 2시에 열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던 일왕이 도중에 돌연 저격당하였다. 한국인이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행하게도 뒤따르던 마차를 폭파했을 뿐 일왕이 탄 마차는 명중하지 못하였다.  

범인은 즉시 체포되었다.    

 -중국인민일보, -1932.1.9.- 

 

① 백정기 ② 안중근 ③ 윤봉길 ④ 이봉창 

What is the correct name of the patriot who provoked the following incident? 

The Japanese King was shot yesterday at 2pm while returning to his palace after attending a military parade. A Korean is known to have 

shot him but unfortunately he missed the carriage in which the King was travelling and hit the one following the King’s carriage. The 

culprit was arrested immediately.   

- The People’s Daily, China, - January 9, 1932 – 

① Baek Jung-kee ② Ahn Jung-geun ③ Yoon Bong-gil ④ Lee Bong-chang 

 

6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것은?     2 

1991년 무상 원조 전담 기구로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한 국가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등 최빈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연재해 국제분쟁 등 만성적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조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① 경재협력개발기구 ② 한국국제협력단    ③ 개발원조위원회 ④ 국제부흥개발은행 

Which organization does the following passage describe? 

Launched in 1991 as the country’s exclusive free foreign aid organization, it is in charge of sharing the development experience and 



technologies that Korea has accumulated with countries in need. 

The organization also conducts a variety of volunteer activiti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medical assistance to improve human 

wellbeing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engagement in humanitarian actions to save the lives of people suffering as a result of 

natural disasters and long-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① OECD  ② KOICA  ③ DAC    ④ IBRD 

 

70. 다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독립신문 발간   ② 사료편찬부 설치  ③ 구미위원부 설치  ④ 2·8 독립선언 발표 

Which of the following was NOT carried out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①Publication of the Dongnipsinmun or the Independence Newspaper.     ②Establishment of the Bureau of Korean Historiography. 

③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④Announcement of the February 8th Independence 

Declaration. 

 

71. 이 광물의 이름을 쓰세요. 마그네사이트 / Magnesite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로서 북한 전역에 약 60억 톤 규모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광물은 내화용의 

경우 제철산업과 

관련이 많으며, 경소용의 경우는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전기 절연재와 내화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Write down the name of this mineral. 

This is the representative mineral resource of North Korea. It is said that huge reserves of around 6 billion tons of this mineral are 

deposited throughout the country. While the dead burned mineral is used in the steel industry, the light burned mineral is used mainly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s well as being used in electrical insulators and fire-retardant materials. 

 

72. 분단국의 통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은 민족공동체 건설의 지름길이다. 

② 소수 권력층에 의한 권력 나눠 먹기식 통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③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④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실질적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NOT the right course of action indicated by the precedents set by the unification of other divided 

countries?  

①  Unification  by  force  and  war                    is  a  shortcut to           building  a   national  community. 

② Unification aimed at distributing power among a small group of influential people should be avoided. 

③ Unification is not only an internal issue of the Korean people but also one of international interest. 



④ A proper awareness of unification issues and practical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are required to ready the peninsula for 

unification. 

 

7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 축은 무엇인지 쓰세요.   U자형 발전 축 / U-shaped 

development axis 

중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은 해안권의 거점도시들이 신( 新 )성장 클러스터로 확대발전하면서 국토의 

공간 활용이 분산되어 새로운 발전 축이 형성된다. 

Write down the name of the new development axis described below? 

In the mid to long term, a unified Korea will create a new development axis as coastal cities grow and expand into a new growth cluster, 

thereby dispersing the use of national land space. 

 

74. 전개과정 중에 다음 성명서가 발표되었던 민주화운동을 쓰세요.  4・19 혁명  /  The April 19 

Revolution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순수한 학생들의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 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Write the name of the democratic movement during which the following statement was issued. 

We declare that the demonstrations that have occurr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Masan and Seoul are the expression of the sense of 

justice felt by innocent students who have risen up on behalf of all Koreans, who are infuriated over the violation of their basic human 

rights by the government, and that these demonstrations are also the expression of the spirit of resistance to injustice that the Korean 

people have cherished throughout the country’s history. 

• We declare that the March 15
th 

election was rigged and therefore demand that the government hold a free and fair election of 

both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gain. 

 

75. 다음에서 말하는 밑줄 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1895년 12월 말, 10년 동안 미국 망명을 마치고 귀국한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이 민중의 지지가 

결여된 때문이라고 보고 계몽적인 신문을 내보려고 하였다.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문사를 

설립하고 1896년 4월 7일에  이 신문의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오늘날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한 것은 

이 신문의 창간에서 연유한 것이다. 

① 박문국에서 발간하였다. ② 총독부에 의해 폐간되었다. ③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④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the newspaper underlined in the passage is correct? 

Towards the end of December 1895, Seo Jaepil returned to Korea after living in exile in the United States for ten years. He believed that 



the Gapsin Coup failed because of a lack of support from the populace and wanted to publish an enlightening newspaper. With the go 

vernment’s assistance, he set up a newspaper company and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this newspaper on April 7, 1896. We celebrate April 7 

as ‘Newspaper Day’ as the first issue of th is newspaper was published on April 7. 

① It was published by Bangmunguk.  ② It was shut down by Chongdokbu. 

③ It was published in Korean and English. ④ It featured an article related to special envoys to The Hague. 

 

76. 괄호 안에 들어갈 철도를 쓰세요. 한반도종단철도 또는 남북한연결철도 / Trans-Korean Railway 

(TKR) 

한반도에서 출발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길이 연결되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기찻길이  연결되면서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이는  남북을 잇는 철도인 ( )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f the Korean Peninsula is connected by railway to China, Russia, Mongolia and Europe, a united Korea will be able to reduce its logistical 

costs and increase the number of both inbound and outbound tourists to and from these areas by rail. To that end, the ( ) connecting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linked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TSR) and the Trans-China Railway (TCR) first, which will requir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bove all else. 

Write the name of the railway line in the blank space above. 

 

77.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균형잡게 될 것이며 중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② 일본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일본이 대륙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여지고, 통일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③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한미동맹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화되어 미국의 이익이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잘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개발전략에 커다란 힘을 얻게 

됨으로써 유럽에서 다시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right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y for achieving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① One emphasizing that for China, the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would mainta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between Korea and China in equilibrium and present a great opportunit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② One emphasizing that for Japan, the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would make it easier for Japan to advance into the continent and also 

become a partner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 East Asia together with a unified Korea. 

③ One emphasizing that for America, the Korea-U.S. alliance would be refreshed and strengthened, thus providing increased protection 

of U.S. interest in North East Asia. 



④ One emphasizing that for Russia, the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would strengthen Russia regarding its development strategy 

focused on Europe, enabling it to enjoy another Renaissance on the continent. 

 

78.다음이 설명하는 경제지구로 옳은 것은?     3 

남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경제지구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① 나진·선봉지구 ② 신의주 경제특구 ③ 개성 공업지구 ④ 흥남 공업개발지구 

The statement below describes which economic zone? 

This economic zone was jointly established by South and North Korea with the aim of creating a global industrial complex and an 

industrial hub of North-East Asia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industry. It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initia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during the 2000 Summit Talk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but it was closed dow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February 2016 as part of a series of sanctions 

imposed against North Korea’s testing and launching of long-range nuclear missiles. 

① Najin and Sunbong District ② Shineuiju Economic Special Zone  ③ Gaesung Industrial Zone ④ Heungnam Industrial 

Development District 

79. 남북관계 전개에 있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회담 이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됐다. 

다음 중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은?      3 

①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②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다. 

③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④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June 15 Summit Talks held in 2000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made at those summit talks, brought about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llowing the 

summit talks, progress was mad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a series of meeting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exchanges of personnel and material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ccurately 

describes the change that occurred after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① Economic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held.     ② The South-North Cooperation Fund was 

established. 

③ A meeting place for separated families was designated.  ④ The South and North Coordin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80.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방향을 설명할 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전진할 때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를 우리 스스로 풀어가지 못해 과거 냉전시대 같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 매달려 

해결해야 합니다” 등과 같은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 인용문에서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4 

① 자주독립 노선   ② 한미동맹 약화   ③ 다자간 외교 ④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When talking about the right direction to take to resolve the Korean Peninsula issue, the late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said, “If 

we manage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and make progress towards achieving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peninsula, the USA 

and Japan will respect our intentions. However, if we fail to deal with inter-Korean issues by ourselves, and if inter-Korean relations revert 

to how they were during the Cold War, we will have to depend entirely on the USA to resolve anything related to inter-Korean issues.” 

Which policy direction does the passage refer to most precisely? 

① A self-reliant, independent stance.  ② Weak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③ Multilateral diplomacy.                  ④ The Korean Peninsula’s initiatives in dealing with Korean Peninsula issues. 

 

81. 분단국 통일의 교훈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하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독일은 통일독일이 주변 국가들에 안보 위협이 되기보다는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독일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통일에 미온적이었던 소련, 

영국, 프랑스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②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실질적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Which of the four statements below is the most suitable lesson emphasized by the following passage about the unification of a 

divided country? 

 

Germany emphasized that a unified Germany would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rather than posing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A, which was highly positive about the prospects for unification, Germany 

was able to obtain concessions from the USSR, the UK and France, all of which were passive about unification, and ultimately achieved 

unification. 

 

①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peacefully.  ② 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transparently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③ Correct awareness of unification among the people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 practical terms should be promoted. 

④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create a unification friendly environment. 

 

82.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인지 쓰세요.   갑신정변 / The Gapsin Coup 

1884년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일파와 수구적인 인사들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사건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종속  관계를  청산해  국가의 자주 독립을 확고히 하려 했으며, 입헌 

군주제 실시와 인민 평등권 확립을 통해  근대적 정치·사회 체제를 구축하려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농민의  염원이었던  토지  개혁  등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Write down the name of the incident described in the following passage. 

In 1884, on the occasion of a party held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new national post offic e, radical reformers rose up to kill several 

members of the Min clan and conservatives, and the n established the Gaehwadang (the Enlightenment Party) government. It was the 

country’s firs t political reform movement to emerge with the aim of building a modern country on the Kore an Peninsula. The 

government wanted to prevent intervention by the Qing Dynasty, put a sto p to the country’s subservient relationship with that dynasty, 

assert the country’s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and build moder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by establishing a constitutio nal 

monarchy and the people’s right to equality. However, the government was too heavily de pendent on the military support of Japan and 

also neglected to undertake the land reforms so strongly desired by farmers. Therefore, the reform government had inherent limitations 

includi ng its inability to draw support from the popu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