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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1급 2010년 1회 A형 기출문제

<제 1과목> 비서실무

1. 다음은 변혜진 비서의 영문 명함이다. 동경지사에 
있는 비서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줄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Hye-jin Byun

         Executive Secretary

S Group

Seoul, Korea

Tel. 02-544-3786

Mobile 010-3820-4761

E-mail hjbyun@sgroup.com

① 사무실 번호: 82-02-544-3786
② 휴대전화번호: 81-010-3820-4761
③ 사무실 번호: 81-2-544-3786
④ 휴대전화번호: 82-10-3820-4761

[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희망물산 사장 비서 공선영 과장은 회사 설립 당시부
터 근무하여 사내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에 대
해 평소 직원들이 자주 문의를 해온다. 어느날 서진영 
총무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다.

서부장 : 공과장, 바쁠텐데 미안하지만, 이번 주에 잠깐 
시간을 내어 ㉠우리 부서에 새로 입사한 김영
선 대리에게 사내 규정에 대해 알려주지 않겠
어요?

공선영 :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 규정에 대해 
㉡제게 여쭈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부장 : 사장님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부탁할게요.

공선영 : 마침 이번에 입사한 김 대리는 예전부터 ㉣제
가 아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신입 직원들이 회
사의 내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
을 사장이 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 다음은 우리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3.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공선영 과장이 사내에서 자신
의 경력 개발을 위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업무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사기록 관리          ② 직원 채용
③ 사내 정책수립          ④ 신입사원 교육훈련

4. 다음 중 위의 ㉤을 고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장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② 사장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③ 사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④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 다음 중 회의진행과 관련되는 용어와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observer: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관찰자
② agenda: 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결의된 안건
③ speaker: 의장을 대변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사람
④ minutes: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목록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진주는 선진물산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는 외

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를 나서던 상사가 참, 내

가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 미국에서 ㉠부임한 테트라 홀

딩스 Mr. Simpson이 올 겁니다. 아마 몇가지 서류를 가

져올텐데······. 서류리스트는 (종이 한 장을 주며) 이

겁니다. 확인하고 받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락줘요.

“라고 하였다. 상사가 외출 후 방문한 Mr. Simpson에게 

강비서는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소개한 후 ㉡상황을 

설명하고 상사 대신 비서인 자신이 서류를 ㉢전달받을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6. 위의 상황에서 강진주가 명함을 건네는 방법으로 가
장 알맞은 것은?

(앞면) (뒷면)

  (주)선진물산 Sunjin Corporation

      비서 강 진 주

 전화 (02)362-8989

Secretary Jinju Kang

 Direct (02)362-8989

① 앞면을 위로 하고 명함 위쪽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였다.

② 뒷면을 위로 하고 명함 위쪽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였다.

③ 앞면을 위로 하고 명함 위쪽이 나를 향하도록 하
였다.

④ 뒷면을 위로 하고 명함 위쪽이 나를 향하도록 하
였다.

7. 다음 중 ㉠, ㉡, ㉢의 한자가 바른것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① 赴任, 狀況, 傳達        ② 赴任, 常況, 轉撻
③ 赴壬, 狀況, 轉達        ④ 符壬, 上皇, 傳達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서 강진주는 급하게 ㉠상사와 통화를 원하는 외부전화
를 받았다. 상사는 현재 사내 상품개발팀과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수집에 대해 전화회의를 하고 있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 전화를 대기시키고 ㉡메모지에 내용을 적어 
통화중인 상사에게 전하고 잠시 기다렸다. 통화 중인 상
사는 강비서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손짓을 하고, 
메모지에 ㉣ ‘나중에 통화’라고 적었다. 강비서는 상사의 
뜻을 전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잠시 후 상품개발
팀장과 통화를 끝낸 상사는 강비서에게 다음과 같이 지
시하였다. “㉥다음 주 에 약 12명이 모여 신상품 아이디
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할 겁니다. 화요일을 제
외하고 날짜를 잡아 팀장과 의논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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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의사전달 매체를 말, 글, 비언어적 수단 등
으로 구분할 때 ㉠ - ㉤ 중 같은 매체로 짝지어진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9. 위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 중 ㉥과 같은 형태의 회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정관념을 버린다.
② 의사결정에 있어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
③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 좋은 안을 

도출한다.

10. 이 상황에서 회의실 테이블의 배치 형태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형   ② ‘U'자형   ③ ‘ㅜ’자형   ④ 교실형

[11~13]
다음 일정표는 Frank Jameson 사장의 비서인 강진주가 
George Regan 회장의 방한 일정표를 작성한 것이다.

Itinerary for Mr. George Regan, Chairman

(June 14-16, 2010)

Monday, June 14

20:30
Arrive at Incheon via AP 881

(Pick up by SJ Kim, VP and TK Lee Driver)
23:00 Check-in ABC Hotel
Tuesday, June 15

1:00 ~ 2:30
Lunch with Frank Jameson, SJ Kim

(M-Tower Restaurant)

3:00 ~ 5:00
Management Meeting

(Company Conference Room, 7th F1.)
5:00 ~ 6:00 Office Tour

6:30 ~ 8:30

Dinner with Phillip Eisner, President

Pacific Life Insurance

(Han Restaurant)
Wednesday, June 16

7:00 ~ 8:00
Breakfast with Frank Jameson

(Banana Grill)

9:00
Leave for Incheon Airport

(Airport Limousine)

12:30 Depart via AP 882

11. 강비서가 6월 14일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가장 긴급도가 낮은 
업무는?

①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차량 배정하기
② 도착 당일 항공편의 실제 도착시간 문의하기
③ SJ Kim에게 공항영접 재확인하기
④ 상사에게 George Regan 도착 즉시 보고하기

12. 한국방문이 처음인 본사 회장 Mr. G. Regan의 방문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만 짝 지워진 것은?

(가) ABC Hotel에 6월 14일 Check-in이 늦을 것이라

고 예약시 미리 말해 둔다.

(나) 기사에게 Mr. Regan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준비

하여 도착 Gate에서 영접을 하도록 한다.

(다) 6월 15일 점심 약속 시간이 붐비는 시간이 지난 

1시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Mr. Regan이 한국에 도착한 후 돌아가는 비행기 

편을 reconfirm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라   ④ 나, 다

13. 6월 15일 일정에 따른 준비 사항에 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오전에는 일정이 없으므로, 시내 관광이나 쇼핑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장소를 알아둔다.

② 오후 5시 Office Tour에는 Mr. Regan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자를 지정한다.

③ 저녁 식사 약속은 두 사람으로 예약하고, 한국 음
식을 맛볼 수 있도록 전통 한식 요리를 주문해 둔다.

④ Management Meeting을 위한 다과나 음료를 준비
한다.

14. 다음 호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cloakroom - 코트와 모자 등을 받아 주는 서비스

㉡ safety box - 비상 상황시에 필요한 손전등, 구명줄 등  

              의 물품을 넣어두는 상자

㉢ bellman - 호텔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찾을 때 이름이  

            적힌 명패를 들고 종소리를 내는 사람

㉣ room service - 투숙객이 요청할 때 방청소를 추가로  

                 해주는 서비스

㉤ morning call - 아침에 잠을 깨워주는 서비스

㉥ concierge service - 투숙 고객에게 현지정보와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

① ㉣-㉤-㉥                ② ㉢-㉣-㉥
③ ㉡-㉢-㉣                ④ ㉠-㉤-㉥

15. 부서명과 직함명을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했을 
때 맞는 것으로만 짝지워 진 것은?

㉠ 홍보부 이사 : Director, Marketing Division

㉡ 인사부 과장 : Section Chief, Personnel Dept.

㉢ 부산지점 지점장 : Branch Manager, Busan Branch

㉣ 인력개발실 상무 : Senior Managing Director,

                   Human Development Bureau

㉤ 총무부 차장 : Sub-Director, General Dept.

① ㉠, ㉣    ② ㉡, ㉤    ③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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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다음 전자항공권(E-Ticket)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
시오.

City/
AIRPORT

DATE/
TIME

TERMINAL FLIGHT STS
NOT

VALID
AFTER

NEWYORK
/JFK

15MAY10
/00:30

4 KZ221 OK 03JAN11

SEOUL/
ICN

16MAY10
/03:40

BAGGAGE ALLOWANCE 2PC

16. 다음 위의 전자항공권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은?
① 뉴욕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편이다.
② 여행 가방은 1인 2개 까지만 가능하다.
③ 좌석 배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④ 이 항공권은 2011년 1월 3일 이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17. 전자항공권에 대한 내용을 상사에게 잘못 보고한 
비서는?

① 김비서 : 총 비행시간은 14시간 10분입니다.
② 이비서 : 뉴욕 La Guardia 공항 4번 터미널에서 

탑승합니다.
③ 박비서 : 귀국하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합니다.
④ 강비서 : 출입국/세관 통과 시 전자항공권을 제시

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18~19]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다국적기업 한국현지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사장은 

퇴임을 기념하여 다양한 국적의 회사 임원들을 부부동반 

만찬에 초대하려고 한다.

최사장은 양비서에게 참석한 손님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임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되 국가별 선물 

매너를 고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8. 다음 중 양비서가 최사장에게 보고한 선물 매너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아르헨티나인인 Fernandez씨께는 한국 전통공예품 
장인이 만든 칼을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② 이집트인인 Mohamed씨께는 선물을 줄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③ 멕시코인인 Jose씨께는 은으로 만든 선물을 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④ 중국인인 Wong씨께서 처음에 선물을 거절하시더라
도 몇 번 더 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9. 다음 테이블 배치를 보고 오늘 참석한 임원 중 가
장 지위가 높은 Mr. Fernandez가 앉을 적절한 자리
를 고르시오.

■ : 호스트 ▲ : 호스티스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은 글로벌 에티켓으로서 파티와 테이블 매너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올바른 매너로 가장 적절
하지 못한 것은?

① 리셉션에서 리시빙 라인(receiving line)의 위치는 
문 밖에서 보아 왼쪽이며 순서는 호스트, 주빈, 호
스티스, 주빈의 부인 순이다.

② 칵테일 파티는 도착은 개최 시작 시간에 정확히 
맞추되 참석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파티장을 
떠날 수도 있다.

③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타인과 악수를 해야 하는 
경우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킨 후, 냅킨으로 입을 닦
고, 냅킨은 왼손에 들고 천천히 일어나 악수한다.

④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잠시 자리를 뜰 때에는 냅
킨을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의자 오른쪽으로 일
어선 후 조용히 나간다.

<제 2과목> 경영일반

21. 다음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 위원회조직은 해당 관련분야의 관련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회의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조직은 경영자의 경영활동 수행에 조언과 협
조를 하지만 경영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절대 수행할 수 없다.

② 프로젝트조직은 전통적인 라인스텝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보완조직으로 특정한 목표 혹은 특정한 계
획이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조직형태이다.

③ 매트릭스조직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수직적으로 편
성된 직능조직에 수평적으로 프로젝트 조직의 모형
을 부가시킨 조직으로 전통적인 기능적조직과 프로
젝트조직을 병합한 것이다.

④ 팀 조직은 상호보완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소
수의 구성원들이 자율권을 갖고 기업의 목표를 달
성하도록 구성된 조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불필요
한 부서간의 장벽을 제거한 것이다.

22. 다음 제품수명주기(PLC)에 따른 마케팅 목적에 대
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도입기는 제품의 인지와 수요창출이 주 목적으로 
광고와 판매촉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② 성장기는 시장점유율 극대화가 주 목적으로 선택적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촉진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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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숙기는 자사제품의 경쟁우위면 관리가 주 목적으
로 자사제품이 경쟁제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이익극대화 보다 차별화된 비용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④ 쇠퇴기는 비용절감과 투자회수가 주목적으로 판매
부진과 이익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 회사는 광고와 
판매촉진비를 줄이고, 가격을 더 낮추며, 원가관리
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인간성을 중시하여 기업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활
동의욕과 창의를 불러 일으켜 높은 성과를 얻도록 
그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 각자의 성과
와 업적을 측정, 평가하여 조직전체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기하는 경영관리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목표에 의한 관리       ② 전략적 경영관리
③ 지속가능 경영관리      ④ 가치 경영관리

24. 전자결제의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 설명한 것 중 가
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자화폐는 기업측면에서 기존 어음제도의 문제점
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컴퓨터 해커에 의
한 대량도난의 위험성이 있다.

② 전자수표는 소비자 측면에서 선불제이므로 자금 운
용상 유리하지만, 사용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번
거롭다.

③ 신용카드는 금융기관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이 용이
하고 수수료 수입 증가효과가 있으나, 기업측면에
서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

④ 홈뱅킹 등 온라인 결재는 금융기관 측면에서 송금
과 이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별도의 이체행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과 송금 및 이체 수수료가 발생된다.

25. 리더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면서 복종하게 되는 근
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상적 권력: 상사는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
기에 부하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② 강제적 권력: 상사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
을 경우, 부하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합법적 권력: 상사가 부하직원들의 블로그를 직접 
방문해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는 ‘감성 경영’으로 
호감과 존경을 갖도록 한다.

④ 전문적 권력: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지식과 
높은 기술을 리더가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면 리더
는 부하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6.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여행사 접수창구에서 항공권과 호텔예약을 일괄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각 기업의 컴퓨터가 연
계하여 작동되기 때문이다.

② 보통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ATM은 집중
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된다.

③ 컴퓨터가 점차 소형화, 고성능화, 저가격화가 되면
서 분산처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④ IT 전문가가 주도권을 갖고 컴퓨터시스템을 개발
하는 방법을 EUC(End-User Computing)라고 한다.

27.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ERP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 내의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등 모든 조직과 업무가 IT로 통합되어 
월(月)단위 정보수집기간이 주(週)단위로 축소된다.

②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
속, 정확하게 경영하층부까지 제공하여 신속한 의
사결정이 가능하다.

③ 기업내 또는 기업간 업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의 일원화와 공유가 
가능해진다.

④ ERP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Best Practice라는 
선진 프로세스를 회사 내에 적용시킬 수 있어서 
BPR을 자동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8. 기업의 다각화 전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다
양한 제품을 만들거나 다른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
시켜 일정한 매출을 유지한다.

② 기업이 다각화를 시도할 때에는 기존 사업 분야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만한 사업 분야
에 뛰어드는 것이 좋다.

③ 기업이 다각화를 전개할 때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를 다른 기
업에게서 매수하거나 다른 기업 자체를 합병하기
도 한다.

④ 기존제품을 현재 시장에 더 많이 팔려는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면 기업은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
(예를 들면 외국 시장)에 팔려는 다각화 전략을 
전개한다.

29. 중소기업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품종소량생산에 유리하다.
② 노동집약적 제품생산에 알맞다.
③ 경기변동에 대해 탄력성이 있다.
④ 자본력이 강하다.

30. 사업부제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사업부간 연구개발, 회계, 판매, 구매 등의 활동이 

조정되어 관리비가 줄어든다.
② 사업부는 이익 및 책임중심점이 되어 경영성과가 

향상된다.
③ 사업부내 관리자와 종업원의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효율이 향상된다.
④ 실천에 의한 유능한 경영자가 양성된다.

31. 다음 중 각 부문별 경영자 호칭의 영어약자와 설명
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① CEO : 홍보분야 담당 최고 임원으로 기업이 목표
나 정책을 고객 또는 대중 및 언론에 설명하고 정
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기업
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

② CIO : 최고기술경영자로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획
득관리 활용하기 위한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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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③ CKO : 최고지식경영자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지

식을 효과적으로 발굴, 활용하는 지식경영을 총괄
하는 책임자.

④ CFO : 업무 최고책임자로서 최고경영자의 정책방
침에 따라 일상 업무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32. 다음 중 기업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고 

산출물을 유통시키는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 시스템
(open system)이다.

② 기술영역의 급속한 환경변화는 기업의 조직화와 관
리자가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있다.

③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는 동태적(dynamic)이며, 기
업에게는 위협으로만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신속
한 대응이 필요하다.

④ 주주, 종업원, 채권자, 노동조합, 소비자, 정부, 지
역사회와 같은 이해자 집단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
주체이다.

33. 다음 중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규제와 
보고의 의무가 있다.

② 설립이 복잡하며, 영업활동에 대해 공개 할 의무가 
있다.

③ 전문경영자의 도입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이 용
이하다.

④ 소유권자는 유한자본조달의 책임이 있다.

34. 다음 중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 욕구는 계층을 형성하
고 있는데, 어떤 단계의 요구가 만족되면 그 보다 
높은 단계의 욕구가 동기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② 맥그리거의 XY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 
기초하여 인간긍정적인 X이론과 인간부정적인 Y이
론을 전개하였다.

③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 인간은 상호독립적인 2
가지 종류의 이질적인 욕구, 즉 동기요인과 위생요
인을 가지고 있다.

④ 알더퍼의 ERG이론 - 인간의 욕구를 존재(E : 
existence), 관계(R: relatedness), 성장(G: growth)
의 3가지로 분류했다.

35. 다음 중 연결재무제표에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개별 회사들의 재무제표
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
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어야 한다.

③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떠넘긴 부채, 손
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 실상이 잘 반영된다.

④ 개별기업 고유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어떠한 경
우에도 내부거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36. 다음 중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
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②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
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
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④ 교환사채 교환 시 자산증가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편리하다.

37.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조직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은 사원들이 사기와 만
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 분산된 유형의 집단이 창
의적이고 복잡한 문제해결에 효과적인편이다.

③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 원형은 태스크포스 팀의 
팀원들끼리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이다.

④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형태와 상관없이 집단 구성원 
행동, 만족도, 분위기뿐만 아니라 신속도, 정확도 
등 의사소통의 유효성은 동일하다.

38. 다음 중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업특성변수로서 다각화, 현지경험, 글로벌경영경
험, 자산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특성변수인 문화적 차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

③ 환경적 변수로서 국가별 위험, 지리적 위치, 경쟁정
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특정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특유 
우위, 기업의 규모, 입지우위 등을 고려한다.

39. 다음 중 일반적인 직무분석 절차 순서가 가장 알맞
게 배열된 것은?

① 배경정보의 수집 → 분석대상 직위의 결정 → 직무
정보의 수집 → 직무정보의 분석 → 직무명세서의 
작성 → 직무기술서의 작성

② 배경정보의 수집 → 분석대상 직위의 결정 → 직무
정보의 수집 → 직무정보의 분석 → 직무기술서의 
작성 → 직무명세서의 작성

③ 배경정보의 수집 → 직무정보의 수집 → 분석대상 
직위의 결정 → 직무정보의 분석 → 직무기술서의 
작성 → 직무명세서의 작성

④ 배경정보의 수집 → 직무정보의 분석 → 분석대상 
직위의 결정 → 직무정보의 수집 → 직무기술서의 
작성 → 직무명세서의 작성

40. 다음 중 식스 시그마(Six Sigm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적으로 품질 공약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하는 도
전적인 품질목표이다.

② 백만 단위 또는 공정당 3.4개 이하의 불량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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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한 품질 표준이다.
③ 제조업에만 가능하며, 금융기관, 유통업자 및 서비

스 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④ 핵심 유익은 품질향상 과정 그 자체에서 온다.

<제 3과목> 사무영어

41.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letter style for the 
blank?

Every line begins at the left margin in the           . 
Because this style is the fastest way to type, it is 
considered very modern. It is natural, although not 
necessary, to use "open" punctuati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is letter style is that date, inside address, 
salutation, attention line(when used), all lines in the 
body, complimentary close, and all signature lines begin 
at the left margin.
No tabulator stops are necessary.

① full-blocked style letter
② semi-blocked style letter
③ indented style letter
④ modified block style letter

42. Choose one which does not match each other.
① Equipment - attendee, secretary, representative
② Refreshments - coffee, sandwiches, fruit
③ Documents - memos, handouts, minutes
④ Venue - convention center, conference room

43.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 for the 
blank?

Visitor: Can I see Mr. Kim now?
Secretary: Well, I'll see if he is available now.
         Would you wait a moment?
         (via interphone) Mr. Kim, Mr. Warren is here 

to see you
President: Well, I don't want to be interrupted now.
         Will you find out what he wants to see me 

about?
Secretary: Certainly, Mr. Kim.
         (to Mr. Warren)                    .
         May I ask what your visit is in regard to?
Visitor: I have an important offer so I would like to 

see him today or tomorrow. Shall I come 
back tomorrow, if he is very busy today?

Secretary: I'll ask him again. Would you please take a 
seat and wait for a moment?

Visitor: Thank you.

① Mr. Kim is occupied right now.
② Mr. Kim will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③ He said he got caught in a traffic jam.
④ He asked you to leave a message to me.

44. Choose one which has the least appropriate 
definition for the underlined words.

① An itinerary is a plan of a journey, including the 

route and the places that you will visit.
② A banquet is a meeting, which is organized on a 

particular subject or to bring together people who 
have a common interest.

③ A reception is a formal party which is given to 
welcome someone or to celebrate a special event.

④ An auditorium is a large room, hall, or building 
which is used for events such as meetings and 
concerts

45. Below are business manner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Choose one which is inappropriate in 
business conversation.

① Maintain eye contact in any conversation.
② Ask many personal questions to get to know the 

person.
③ Be aware of body language, look confident and 

comfortable.
④ Smile first and shake hands when you meet 

someone.

46. Choose the most appropriate word for the 
following conversation.

A: I'd like to reserve a room for this Saturday night.
B: Let me see. What type of room do you want?
A: A single room, please.
B: Do you prefer smoking or non-smoking?
A: Non-smoking room, please.
B: I see. May I have your name?
A: It's Ann Miller
B: OK, Ms. Miller. A non-smoking single room for 

Saturday night is reserved for you.
A: Thank you.

① Transportation           ② Accommodation
③ Negotiation             ④ Confrontation

47. Choose one that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following passage.

Place the document face-down in the tray.
Then adjust the guide to the size of the document.
Next, enter the number.
When you hear the tone, press the SEND key.
After that, the machine will send your document
Take the document out of the machine.
Finally, pick up the transmission report.

① Introduction             ② Instruction
③ Interpretation            ④ Interruption

48. Your boss asked you to make a reservation at the 
place in the box below. Choose the correct inside 
address developed for a formal business letter.

  

MOUNTAIN PASS SKI LODGE

Your Winter Vacation Resort

15 Mountain Dr.

Vail COLORADO 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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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o whom it may concern
   MOUNTAIN PASS SKI LODGE
   Your Winter Vacation Resort
   15 Mountain Drive
   Vail Colorado 81658
② Dear Sir
   Mountain Pass Ski Lodge
   15 Mountain Drive
   Vail Colorado 81658
③ Reservation Manager
   Mountain Pass Ski Lodge
   15 Mountain Drive
   Vail, CO 81658
④ Ladies and Gentlemen
   Mountain Pass Ski Lodge
   15 Mountain Drive
   Vail, CO 81658

49. Choose the phrase which has grammatical error.

Employees with exceptional efficiency or outstanding 

performance ⓐcan be recognized through "Employee of 

the Month" award. Highlighting the performance of 

employees with good personal accountability may bring 

about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out each department.

Consequently efficiency and performance throughout the 

whole company ⓒwill increase. ⓓA partial list of the 

other ideas listed by employees in the survey can be 

found in Appendix D.

① ⓐ      ② ⓑ       ③ ⓒ      ④ ⓓ

50. Choose one that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in the following conversation.

A:                                      ?

B: Yes. By the way do you know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of the person you want to call?

A: I don't know.

B: You need to look up those numbers, first.

A: I see. I'll check them out after your explanation.

B: OK. Dial 001 when you are using regular phone 

and 011 for mobile phone. After that, press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and enter the local 

number of the person you want to talk to and wait 

for signal.

① Do you know how to use electronic calculator?
② Do you know how to make an overseas call?
③ Do you know how to use the new security system?
④ Do you know how to send a fax?

51. Choose one which is not mentioned in the 
following conversation.

A: Is everything ready for the reception this evening?
B: Yes.
A: Some of the guests invited are coming here for the 

first time. I think it would be nice if there is a 
notice or map on the main lobby.

B: That has been already taken care of. I put several 
notices on the lobby. They precisely show every 
detailed thing regarding the reception this evening.

A: Great. What about the seat assignments and parking 
tickets?

B: Everything has been settled.

① confirming the guest lists.
② checking guest seat assignments for the table.
③ preparing parking tickets for the guests.
④ putting notice showing the location for the reception

52.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common term for 
the blanks?

A lot of people write more                    then 

inter-company letter. These in-house communications 

are usually written in the form below:

TO: S. Moldred Baldwin

FROM: A. R. Eylar

DATE: June 14, 2010

SUBJECT: Employee Compensation

Many companies have              stationery with the 

headings shown above.

① minutes                 ② memorandum

③ fax message             ④ news release

53. Belows are sets of Korean sentence translated into 
English. Choose one which matches correctly each 
other.

① 위원회의 임원으로서 Cohen씨는 다양한 프로젝트
에 참여해왔다.

   As a member of the commitment, Mr. Cohen has 
participated in various projects.

② 그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authorization to 

make a decision on the matter.
③ 그 부서 직원의 거의 30 퍼센트가 2개 국어를 구

사할 수 있다.
   Nearly 30 percent of the employees of the 

department can speak two languages.
④ 그 회사는 근면하고 훈련이 잘된 많은 인력을 보

유하고 있다.
   The company has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and disciplined workers.

54. Choose the best word for the blank.



- 8 -

Susan: Hi, Sam. I was just calling to let you know my 
meeting finished on time. And I'll be leaving the 
office soon.

Sam: Unfortunately, a problem arose here, so I won't 
be able to leave for a while.

Susan: Then we'll have to           tonight's plans 
with Diane and her husband.

Sam: Yeah, it would be better to reschedule with Diane 
for next week.

① make   ② confirm   ③ postpone   ④ fix

55. Which of the following set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A) and (B)?

The five main frustrations customers experience in 
dealing with telephone staffs are:

- taking too long to answer
- being put on (A)             and forgotten
- being (B)          and have to repeat their inquiry
- being answered by voice mail and other machines
- not having calls returned

  (A)       (B)    (A)     (B)

① hole,   transferred     ② stay, put through
③ wait,   connected      ④ connect, delayed

[56] Read the following letter and answer the question.

Dear Mrs. Nelson:

We hope that the enclosed statement is satisfactory. 
Some of the significant changes that you requested are 
outlined in the accompanying letter. If there are any 
other questions,                by completing and 
sending the enclosed form to our Pittsburgh branch 
office.
Sincerely,

56. Which of the followings is not appropriate for the 
blank as a meaning of '곧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① please contact us immediately
② we hope you will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③ we look forward to letting you know soon
④ please could you contact us without delay

57. Read below and choose one which is not 
appropriate for the blanks (A), (B), (C) and (D).

Good morning,

The Chairman has decided to hold an extra board 
meeting in August to discuss (A)            . The 
(B)               are:

Tuesday 10 August
Thursday 12 August
Friday 13 August

Timing: between 11 a.m. and 2 p.m. or 2 p.m. and 5 p.m

Please (C)              know if your director is 
available.

A (D)                  will be appreciated.

Joy

① (A) urgent issues      ② (B) suggested date
③ (C) let me           ④ (D) prompt response

[58] Read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

Linda: This is Linda. I got a message you called, so 
I'm (A)          your call.

Frank: Hi, Linda. Thanks for (B)        me so soon. 
The reason I called you was to check the 
shipment of our order.

Linda: Yes, it was shipped yesterday.
Frank: Great! I'll check the information then.
Linda: If you like, I can (C)             the invoice 

with you right away. Are you available now?
Frank: Actually, I have an appointment. Is it alright if 

I (D)            at 3 o'clock in the afternoon?
Linda: No problem. Talk to you then.
Frank: Thanks, bye.

58. Fill in the blanks (A) to (D) using the following 
words, and choose one with the right order from 
below. returning / go over / getting back to / call 
you back

    (A)   -  (B)   -    (C)     -    (D)

① returning - go over - getting back to - call you back
② getting back to - returning - go over - call you back
③ returning - getting back to - go over - call you back
④ call you back - go over - getting back to - returning

59. If the guest plans to attend this reception, how 
does the guest inform his/her attendance?

To celebrate the 230th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est the pleasure of your company

at a reception
on Monday, the fifth of July

from six to eight o'clock
Regrets Only
397-4008

Ambassador's residence
Jeong-dong, Jung-gu

Please present this invitation at entry for security 
reasons.

① The guest does not need to inform his/her attendance.
② The guest needs to call at 397-4008 to inform 

his/her attendance.
③ The guest needs to fax at 397-4008 to inform 

his/her attendance.
④ The guest needs to mail a return card to inform 

his/her attendance.

[60] Read the following message left on the 
answering machine and answer the question.

Hello, Mrs. Stern. This is Terry Jones from Alliance 
Medical. I am afraid that I have to make some changes 
to our planned meeting on April 11. It turns out that I 
have to stay here in New York during that week 
because of unforeseen circumstances.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we meet on April 30 when I will 
be back. Please call me and let me know this fits into 
your schedule.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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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Why does Terry Jones leave the above message on 
the machine?

① To reschedule an appointment
② To make a business proposal
③ To request information
④ To invite Mrs. Stern to New York

<제 4과목> 사무정보관리

61. 한국닷컴에 근무하는 하비서는 당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원할인율을 적용받아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모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2E                    ② C2C
③ B2B                    ④ E2C

62. 다음 내용을 지역별 분류법에 따라 문서정리하려고 
할 때 정리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경기도 (나) 수원
(다) 이천 (라) 성남
(마) 명성전기(수원) (바) 하이파이브(이천)
(사) 태양정밀(이천) (아) 명진제약(성남)
(자) 명성전자(수원) (차) 명성물산(성남)

    * (   )는 소재지를 나타냄.

① (가)-(라)-(나)-(다)-(차)-(마)-(자)-(아)-(사)-(바)
② (가)-(차)-(마)-(자)-(아)-(나)-(라)-(다)-(사)-(바)
③ (가)-(라)-(차)-(아)-(나)-(마)-(자)-(다)-(사)-(바)
④ (가)-(라)-(아)-(차)-(나)-(자)-(마)-(다)-(바)-(사)

[63~6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비서의 상사인 황사장은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

었다. 황사장은 양비서에게 이 행사에 관한 안내문을 만

들어 200곳의 거래처에 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

63. 양비서가 라벨지를 이용하여 주소를 인쇄하고자 한
다. 이 경우 사용한 데이터 파일을 모두 고른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st (나) ppt (다) dbf

(라) mdb (마) xls (바) p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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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우편물 발송을 위한 레이블 작성 시 수신인 부분 
중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
은?

미래연구소 홍길동 소장 (㉠) 한국과학기술회 (㉡)

① ㉠ : 귀중(貴中) ㉡ : 귀하(貴下)
② ㉠ : 각위(各位) ㉡ : 제위(諸位)
③ ㉠ : 제위(諸位) ㉡ : 좌하(座下)
④ ㉠ : 귀하(貴下) ㉡ : 귀중(貴中)

65. 다음의 문서처리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리 김정수  과장 선지현  부장 대결 박성철  이사 전결

① 본 문서의 기안자는 김정수 대리이다.
② 본 건의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이사가 전

결로 처리하면 된다.
③ 박성철 부장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했으나 사후에 

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④ 박성철 부장은 이사의 직무대리자로서 이사의 부재

중에 직무를 대행한다.

66. 다음 중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김비서는 프리웨어인 알집을 회사에서 파일압축을 
위해 무료로 사용하였다.

② 박비서는 회사에서 라이선스로 구매한 엑셀2003을 
이용하여 차트를 만들었다.

③ 최비서는 인터넷 동영상을 수강하기 위해서 집에서 
곰플레이어를 무료로 사용하였다.

④ 윤비서는 상사의 PDA에 번들로 설치된 outlook에 
회사 컴퓨터의 outlook 일정을 연동시켰다.

67. 서울에 소재한 한국 상사에 근무하는 권비서의 정
보수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회사에서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베트남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KOTRA에서 정보를 얻
었다.

② 상장기업인 S물산의 최신 공시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보를 
입수하였다.

③ 우리회사 신상품의 경쟁상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
탈사이트에서 지식검색을 사용하였다.

④ 퇴근하는 상사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
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를 확인하였다.

68. 다음 그래프는 한국전자의 각 연도별 지역별 매출
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위 그래프는 누적 세로 막대 그래프이다.
② 아시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04년에 비해 2006

년에 많이 높아졌다.
③ 각 막대사이의 선은 추세선이다.
④ 세 지역을 합한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69. 명문은행에 근무하는 김비서의 상사인 박전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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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 회의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김비서
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치데이터가 많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래프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② 프레젠테이션 설명 순서에 따라서 그래프가 순서
대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었다.

③ 회사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 서식을 골라서 
회의의 성격 및 상사 취향에 맞게 마스터를 재조
정하여 작업하였다.

④ 유인물은 발표물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1페이지당 
6개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출력해서 배부하였다.

70. 김 비서는 상사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해외 협력
업체 관계자들의 명함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 중 
명함정리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Dr. Sara Schultz (나) Mr. Marvin James

(다) Larry MacQuillan, Jr. (라) Shirley-Anne Benson

① (라)-(가)-(다)-(나)    ② (라)-(나)-(다)-(가)
③ (가)-(다)-(나)-(라)    ④ (가)-(나)-(라)-(다)

71. 한비서는 공공기관의 기획연구처장의 비서로 근무
하고 있다. 한비서가 업무별로 문서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기획관리업무
총무업무(총무, 회계업무),

기획업무(홍보, 기획, 협력, 예산업무)

고용촉진업무
고용지도업무(취업지도, 직업상담, 

고용개발업무)

기술연구업무
교육훈련업무(훈련사업, 교육사업업무), 

기술연구업무(기술지도, 기술개발 업무)

① 가이드나 폴더의 배열방식이 단순하다.
② 서류량이 증가하면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
③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④ 잡건의 취급이 어렵다.

72. 다음 중 공문서 작성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소는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

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② 수신자가 많은 경우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 명의 아랫줄의 가운
데 기준선에 맞추어 수신자를 표시한다.

③ 홈페이지 주소는 담당공무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
재하거나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④ 관인생략 표시는 발신 명의 왼쪽에 가로 30mm, 
세로 10mm 사각형 모양에 “관인생략”으로 표시한다.

73. 다음 공문서의 “끝” 표시를 하는 방법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첨부물이 있는 경우 붙임의 표시문 끝에서 2타를 
띄우고 “끝” 자를 쓴 뒤 마침표(.)를 찍는다.

② 공문의 표안 기재사항이 표의 중간에서 끝남으로써 
공문의 내용이 끝나는 경우에 기재사항의 마지막자 
다음 칸에 “끝” 자를 쓴 뒤 마침표를 찍는다.

③ 표의 마지막 칸까지 모두 작성된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2타를 띄운 후 
“끝”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다.

④ 문서의 내용이 우측 한계선에서 끝날 때에는 다음 
줄 왼쪽의 기본 선에서 1자를 띄우고 “끝” 자를 
쓴 뒤 마침표(.)를 찍는다.

74. 다음 중 비서의 PC의 보안관리를 위한 노력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비서는 스파이웨어와 악성코드 제거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알약을 사용하였다.

② 윤비서는 하드디스크를 나누어서 C드라이브에는 
데이터를 D드라이브에는 윈도우와 기본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③ 우비서는 주기적으로 주요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백
업해두었다.

④ 안비서는 가능한 윈도우 보안업데이트 패치를 모두 
설치하였다.

75. 웹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
이버 신원확인번호로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
해 만들어진 서비스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프로토콜(Protocol)      ② 아이핀(i-PIN)
③ 방화벽(Firewall)        ④ 액티브엑스(Active X)

76. 박 비서는 해외출장중인 상사가 급하게 요청한 문
서를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팩스로 송신하고자 한
다. 다음 중 박 비서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팩스 전송결과 기록지에 잘 전송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으므로 전화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② 신속한 전송을 위해 작은 글씨와 좁은 줄 간격으
로 내용을 한 페이지로 작성하였다.

③ 커버페이지의 수신란에 [To: 김민석 사장님께] 라
고 수신인을 표시하였다.

④ 커버페이지(cover page)에 <URGENT>라는 메시지
를 적었다.

77. 다음 중 전자우편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김 비서는 중요한 문서가 빠질 수 있으므로 스팸 
메일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번 문서를 확인한 
후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한다.

② 박 비서는 회의 참석으로 제시간에 메일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문서를 작성하여 예약발송을 
설정해 둔다.

③ 정 비서는 저장 용량 부족으로 문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메일 
박스를 관리한다.

④ 이 비서는 컴퓨터 서버가 수신된 문서를 자동 보관
하기는 하나 중요 문서는 저장하거나 보관한다.

78. 최종결재자인 김두식 대표이사는 중요한 의사결정
에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하여 각 사안이 중요도에 
따라 해당 직급의 중간관리자에게 결정권한을 위임
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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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1급 A형 문항번호 1급 A형

1 4 41 1
2 1 42 1
3 4 43 1
4 4 44 2
5 1 45 2
6 4 46 2
7 1 47 2
8 3 48 3
9 2 49 2
10 2 50 2
11 4 51 1
12 3 52 2
13 3 53 3
14 4 54 3
15 4 55 1
16 3 56 3
17 2 57 2
18 1 58 3
19 2 59 1
20 4 60 1
21 1 61 1
22 3 62 3
23 1 63 2
24 2 64 4
25 3 65 3
26 4 66 1
27 1 67 3
28 4 68 3
29 4 69 4
30 1 70 2
31 3 71 2,3,4
32 3 72 1
33 1 73 2
34 2 74 2
35 4 75 2
36 4 76 4
37 4 77 1
38 2 78 4
39 2 79 4
40 3 80 4

러한 결재의 종류는 무엇인가?
① 후결(後決)          ② 정규결재(定規決裁)
③ 대결(代決)          ④ 전결(專決)

79. 스크랩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상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

야를 집중 스크랩하였다.
② 기사를 잘라서 한 면에 넣기 어려운 내용은 PDF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③ 관심분야에 대한 내용은 여러 신문을 비교하여 선

택하여 스크랩하였다.
④ 기사의 내용이 많을 경우, 자료원을 생략하여 공간

을 확보하였다.

80.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 
비서는 다음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상사에게 요약보
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럽명품 “환율이 수입장벽”

“다시 볼 때 까지 안녕, 명품이여” 지난해 프랑스산 와인과 

이탈리아제 명품을 즐기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산 

가격이 너무 뛰어 버린 탓이다. 이제 칠레산 와인에서 풍미

를 즐기고 실용적인 가방에서 만족감을 느껴야 할 형편이

다. 원/유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유로존 상품을 수

입하는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가 꺾여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낀다. 이에 따라 유로존에

서 수입되는 명품과 와인 등의 국내 판매가격은 오를 수밖

에 없다. 홍콩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J씨는 “지난해 말까지

는 가격이 올라도 한국에 명품수요가 있는 편 이었다”며 

“유럽산 명품은 대개 보름 단위로 가격을 책정해 수입 여

부를 결정하는데 올해 수요가 급감해 수입선이 유지될지 의

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와인가격이 환율 급등의 여파로 

이미 크게 올랐다”며 “기존 와인 수입상들이 유럽산을 피해 

칠레나 호주로 수입선을 대거 옮겼다”고 전했다.

원/유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것은 유로화가 달러화와 

반대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도 원/유로 환율은 상승한다. 지난달

부터 불거진 동유럽발 위기로 유로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유로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다. 임재환 명품은행 이종통화 딜러는 “최근 달러/유로 환

율은 최저점 1.24달러보다 다소 높은 1.27달러 초반에서 거

래되는데 시장에서는 적정레벨을 1.35달러 정도로 보고 있

다”며 “달러/유로 환율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M신문] 2009년 3월 13일 기사 중에서 발췌

① 기사에 의하면 최근 달러에 비하여 유로화가 강세
를 보이고 있다.

② 동유럽의 위기가 계속 될수록 유로화의 강세가 예
상된다.

③ 와인을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보
다 달러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이 현
재로서는 더 유리하다.

④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의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답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기출문제의 원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습니
다.(http://license.korcham.net/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