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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정 답정 답정 답정 답 배 점배 점배 점배 점
1111 2222 3333
2222 1111 3333
3333 3333 3333
4444 4444 3333
5555 3333 3333
6666 3333 3333
7777 1111 3333
8888 3333 4444
9999 1111 3333
10101010 3333 3333
11111111 1111 3333
12121212 2222 3333
13131313 1111 3333
14141414 2222 4444
15151515 4444 3333
16161616 1111 4444
17171717 1111 4444
18181818 1111 4444
19191919 3333 3333
20202020 4444 3333
21212121 1111 4444
22222222 4444 3333
23232323 1111 3333
24242424 3333 4444
25252525 3333 4444
26262626 1111 4444
27272727 2222 3333
28282828 2222 3333
29292929 2222 4444
30303030 1111 3333



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정 답 객관식정 답 객관식정 답 객관식정 답 객관식( )( )( )( ) 배 점배 점배 점배 점
31313131 4444 4444
32323232 3333 4444
33333333 3333 4444
34343434 4444 4444
35353535 4444 4444
36363636 3333 4444
37373737 3333 4444
38383838 4444 4444
39393939 1111 4444
40404040 2222 4444

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정 답 주관식정 답 주관식정 답 주관식정 답 주관식( )( )( )( ) 배 점배 점배 점배 점
41414141 자서전은 좋은 사실의 나열도 자기 자랑으로 들리기 쉽고 실수에 대자서전은 좋은 사실의 나열도 자기 자랑으로 들리기 쉽고 실수에 대자서전은 좋은 사실의 나열도 자기 자랑으로 들리기 쉽고 실수에 대자서전은 좋은 사실의 나열도 자기 자랑으로 들리기 쉽고 실수에 대한 해명도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한 해명도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한 해명도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한 해명도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 7777

42424242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과학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과학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과학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과학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8888
43434343 우리가 질서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질서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질서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질서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777
44444444 광고업계에 큰 변화의 파도가 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광고업계에 큰 변화의 파도가 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광고업계에 큰 변화의 파도가 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광고업계에 큰 변화의 파도가 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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