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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уд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1/2 Финал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тегория участия: «Магистратура»  
(для поступающих в аспирантуру)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я –30 мин., язык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ы – корейский. 

 
1.  

A   강경화 

B   박근혜 

C   김여정 

D   한명숙 

 

2.  

A   4.19 혁명 

B   5.18 광주 민주화 운동 

C   촛불혁명 

D   6 월 민주 항쟁 

 

3. 

A   샌프란시스코 회의 

B   모스크바 삼상회의 

C   파리 강화 회의 

D   얄타 회담 

 

4.  

A   광복절 

B   개천절 

C   식모일 

D   현충일 

 

5. 

A   대안사업체계 

B   유일관리체계 

C   주체철생산체계 

D   지역현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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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исьменная часть за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1/2 Финал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тегория участия: «Магистратура»  

(для поступающих в аспирантуру)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я – 60 мин., язык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ы – 
корейский. 
 
 

1. 다음 중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은 어디입니까?  

A 판문점 

B 함흥시 

C 원산시 

D 청와대 

 

2. 다음 중 현재 대한민국의 야당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 새로운 보수당 

B 자유한국당 

C 바른미래당 

D 더불어민주당 

 

3. 다음 중 일본 제국의 제1대 한국통감은 누구입니까? 

A 아베 노부유키 

B 이토 히로부미 

C 사이토 마코토 

D 우가키 가즈시게 

 

4.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몇 회의 재선이 

가능합니까?  

A 1회 

B 2회 

C 제한 없음 

D 재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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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조선을 건국하였다. 

B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다. 

C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이다. 

D 임진왜란 시기의 조선 통제사이다. 

 

6. 다음 중 정월 대보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웃어른에게는 세배를 드린다 

B 이 날은 미역국을 차려 먹는다. 

C 창포를 넣어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D 음력 1월 15일로 오기일이라고도 한다. 

 

7.  다음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A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B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다 

C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다 

D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8.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에 긴급금융을 지원해준 국제기구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A 국제노동기구 

B 국제통화 기금 

C 유엔 식량농업기구 

D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9. 다음 중 대한민국의 북동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동부에 

있는 '도'는 무엇입니까?  

A 경기도 

B 황해도 

C 충청도 

D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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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가진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로 알맞은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 2000년 평양 

B 2017년 북경 

C 2018년 모스크바 

D 2019년 블라디보스톡 

 

11.  '이것'은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배척한다는 뜻으로, 바른 

것은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그릇된 것은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말합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입니까?  

A 위정척사 

B 개화운동 

C 동도서기 

D 계몽운동 

 

12.  다음 중 신북방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A 평화를 기반으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이다. 

B 이낙연 총리가 2018년 9월 제4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C 러시아, 몽골, 가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정부 정책이다. 

D 남·북·러 3각 협력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는 정책이다. 

 

13.  다음 중 제1공화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A 1950년에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B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라는 이념을 도입했다. 

C 미국의 원조로 공업화는 면방직,제당,제분  이른바 3백공업에 

집중됐다.  

D 1948년에 보통·평등·직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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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상품교역 중심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교류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아세안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 햇볕정책 

B 원조정책 

C 신북방정책 

D 신남방정책 

 

15.  다음 중 풍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A 땅과 공간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동아시아의 고유 사상이다. 

B 죽어서 묻힐 때 무덤 자리를 따져보고, 좋은 자리에 묻어 그 후손이 

이익을 받는다고 본다 

C 국가가 잘 성립하기 위해서  경제적·군사적 요소는 가장 

본질적이라고 본다. 

D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물로 생명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