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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기업

NCS 최신기출 모의고사

한국전력공사

01 다음은 주택용 전력 요금에 관한 자료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전력을 저압으로 공급받고, 빌

라에 거주하는 B씨는 전력을 고압으로 공급받는다. 이번 달 A씨의 전력사용량은 285kWh이고, B씨의 

전력사용량은 410kWh일 때, A씨와 B씨의 전기요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구분 기본요금(원/가구) 전력량요금(원/kWh)

주택용

전력(저압)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93.3

201~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주택용

전력(고압)

2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200kWh까지 78.3

201~400kWh 사용 1,260 다음 200kWh까지 147.3

400kWh 초과 사용 6,060 400kWh 초과 215.6

<주택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기본요금)(전력량요금)]×0.1(10원 미만 절사)

※ (전력산업기반기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0.037(10원 미만 절사)

※ 전력량요금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 적용(10원 미만 절사)

-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며, 현재 200kWh 단위로 3단계 

운영

A씨의 전기요금 B씨의 전기요금

① 41,190원 55,830원

② 40,500원 55,300원

③ 41,190원 60,630원

④ 46,890원 55,830원

⑤ 40,500원 60,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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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02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 ㉠ )는 센서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인터넷)를 연결하는 ( ㉡ ) 역할을 하며 ( ㉢ )에게 임

무를 부여하고, 감지된 모든 이벤트를 수집한다.

㉠ ㉡ ㉢

① 싱크 노드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② 센서 노드 싱크 노드 게이트웨이

③ 게이트웨이 센서 노드 싱크 노드

④ 싱크 노드 게이트웨이 센서 노드

⑤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싱크 노드

한국전력공사

03 다음 중 워드프로세서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와 문서가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차례대로 참조하는 기능이다.

② Windows의 도움말이나 인터넷 웹 페이지에 사용된다.

③ 하이퍼텍스트에서 다른 문서간의 연결을 링크(Link)라고 한다.

④ 하나의 문서를 보다가 내용 중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다른 부분을 쉽게 참조할 수 있다.

⑤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멀티미디어까지 이용 범위를 확장시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하이퍼미디어

(Hyper-medi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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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04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 태양열 발전기의 구조 중 분산전원에 사용되지 않는 형태는 총 몇 가지인가?

지난 2009년 독일에서는 사상 최대의 태양열 발전 계획인 ‘데저텍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중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유럽으

로 보내는 사업이다. 12개 업체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4,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20조 원을 투자

하여 사하라 사막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해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전력사용량의 15%를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시장이 고사위기에 빠진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태양열 보급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각국 정부

가 보급을 장려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열 발전기의 구조는 크게 집열⋅축열⋅발전장치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집열 방법에 따라 파라볼릭

형, 타워형, 접시형, 프레넬형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파라볼릭형은 긴 원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반사경으로 빛을 모으는 방식으로 시스템 안정성이 좋고 

높은 효율이 가능해 전 세계 태양열 발전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 파라볼릭형

은 최대 25%의 효율을 낼 수 있다.

타워형은 여러 개의 반사거울을 설치하고 그 중앙에 위치한 타워에 빛을 집중하는 방식이며, 접시형은 

접시 형태의 집열기로 빛을 한 곳에 모으는 형태다.

프레넬형은 파라볼릭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평면거울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접시형은 소규모 분산전원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대규모 발전소에 사용된다.

지금은 90% 이상이 파라볼릭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태양열 발전소의 76%만이 이 방식

을 사용할 예정이며, 접시형(13%)과 타워형(8%)이 점유율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2

년까지 미국 태양열 발전 시장의 40%를 파라볼릭형이, 31%를 접시형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스페인은 96%를 파라볼릭형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발전소가 주류를 차지하고 미국은 발

전소와 일반 가정용으로 시장이 양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① 없음 ② 한 가지

③ 두 가지 ④ 세 가지

⑤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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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05 다음 중 엑셀의 차트와 스파크라인에 대한 공통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성 시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② 데이터의 추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데이터 레이블을 입력할 수 있다.

④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면 내용도 자동으로 함께 변경된다.

⑤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디자인 편집이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

06 일정한 규칙으로 숫자와 문자를 나열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a 2 c 5 h 13 ( ) 34

① k ② n 

③ q ④ u 

⑤ r

한국철도공사

07 A사원은 출근하는 도중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원은 집으로 시속 5km로 

걸어서 서류를 가지러 가고, 회사로 다시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시속 15km로 달렸다. 집에서 회사까

지 거리는 5km이고, 2.5km 지점에서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출발할 때 시간은 오전 7시 10분이었다. 

이때, 회사에 도착한 시각은 몇 시인가?(단, 집에서 회사까지는 직선거리이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소요

시간은 없다)

① 오전 7시 50분 ② 오전 8시 

③ 오전 8시 10분 ④ 오전 8시 20분 

⑤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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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08 다음 방정식에서 미지수 의 수로 옳지 않은 것은?

(세트 당 회 스쿼트)×(세트)총 60회 스쿼트

① 6 ② 9

③ 10 ④ 12

⑤ 15

한국철도공사

09 A사원은 9월 중 이틀 동안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적어도 하루는 특근할 확률

을 

로 표현할 때,  의 값은?(단,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보기>

∙9월 12~14일은 추석으로 회사는 쉰다.

∙9월 1일은 일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회사는 쉰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특근으로 처리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특근을 할 수 없다.

① 59 ② 113

③ 174 ④ 225

⑤ 270



10대 공기업 NCS 최신기출 모의고사

10대 공기업 NCS 최신기출 모의고사  7

한국철도공사

10 M회사는 면접시험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

은 몇 명인가?

<조건>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1차 면접시험 응시자의 60%이다.

∙ 1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1차 면접시험 응시자의 90%이다.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응시자의 40%이다.

∙2차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남녀 성비는 7 : 5이다. 

∙2차 면접시험에서 남성 불합격자는 63명이다.

① 240명 ② 250명

③ 260명 ④ 270명

⑤ 28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1 다음 중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약 4,900만 명이 입국하였다. 이 중 발열 및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하여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 명에 달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해외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스스로 위생을 지키

기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등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지에서 만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콜

센터 1339로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① 손을 씻을 때 30초 이상 씻는다.

②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한다.

③ 되도록 깨끗한 곳에서 안전한 음식을 먹는다. 

④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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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2 K씨가 등산을 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같이 동행한 일행이 119에 신고를 하였다. 병원까지 가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들것에 실려 구급차까지 이동시간은 20분이 걸리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까지 

100km/h의 속력으로 225km를 이동한다. 응급헬기를 이용할 경우 K씨가 쓰러진 지점에서 280km/h

의 속력으로 70km를 비행하여 응급실에 도착할 때, 응급헬기로 이동할 경우 구급차로 이동할 때보다 

얼마나 빨리 응급실에 도착하는가?(단, 주어진 조건 외의 시간은 무시한다)

① 2시간 20분 ② 2시간 40분 

③ 3시간 20분 ④ 3시간 4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13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니코틴패치, 금연 껌, 금연사탕 등과 상담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고 있다. A씨는 8주 프로그램 중 6회의 상담을 받았고, 금연보조제로 니코틴패

치를 3묶음 구입했다고 할 때, A씨가 지불하는 부담금은 얼마인가?

구분 진료 및 상담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가격 30,000원/회 12,000원/묶음

지원금 비율 90% 75%

<금연프로그램 지원 현황>

※ 진료 및 상담료 지원금은 6회까지 지원한다.

① 21,000원 ② 23,000원

③ 25,000원 ④ 27,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고문을 발표했다. 서류 지원자 중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의 4.5배수이고, 최종 합격 인원의 2배수인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

시험을 거친다. 면접시험에서 신입사원 250명이 최종 합격자가 될 때 서류 지원자는 최소 몇 명인가?

(단, 서류 지원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이다)

① 2,550명 ② 2,250명

③ 2,050명 ④ 1,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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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5 K금고는 두 달 동안 예금과 적금에 가입한 남성과 여성 고객들의 통계를 정리하였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명씩이었으며, 여성 가입고객 중 예금을 가입한 인원은 35명, 적금은 30명이었다. 남성 가입고

객의 경우 예금과 적금 모두 가입한 고객이 남성 고객 총 인원의 20%였을 때 전체 가입고객 중 예금과 

적금 모두 가입한 고객의 비중은 몇 %인가?

① 25% ② 30%

③ 35% ④ 40%

서울교통공사

16 다음 중 H부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지 않은 사원은?

H부장 : 10진수 21을 2, 8, 16진수로 각각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A사원 : 2진수로 바꾸면 10101입니다.

B사원 : 8진수로 바꾸면 25입니다.

C사원 : 16진수로 바꾸면 16입니다.

① A사원 ② B사원

③ C사원 ④ A, B사원

⑤ B, C사원

서울교통공사

17 다음은 의약품 종류별 상자 수에 따른 가격표이다. 종류별 박스 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가격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하면 66만 원이다. 이때 빈칸에 알맞은 가격은 얼마인가?

구분 A B C D

가격 ( ) 70 60 65

상자 수 30 20 30 20

<의약품 종류별 가격 및 상자 수>

(단위 : 만 원, 개)

① 60만 원 ② 65만 원

③ 70만 원 ④ 75만 원

⑤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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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8 농도가 12%인 A설탕물 200g, 15%인 B설탕물 300g, 17%인 C설탕물 100g이 있다. A와 B설탕물을 

섞은 후 300g만 남기고 버렸으며, 여기에 C설탕물을 섞은 후 다시 300g만 남기고 버렸다. 마지막 

300g 설탕물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① 41.5g ② 42.7g

③ 43.8g ④ 44.6g

⑤ 45.1g

서울교통공사

19 매년 수입이 4,000만 원인 A씨의 소득 공제 금액이 작년에는 수입의 5%였고, 올해는 수입의 10%로 

늘었다. 작년 대비 올해 증가한 소비 금액은 얼마인가?(단, 소비 금액은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소비 금액 공제 적용 비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15%

<소비 금액별 소득 공제 비율>

① 1,334만 원 ② 1,350만 원

③ 1,412만 원 ④ 1,436만 원

⑤ 1,455만 원

서울교통공사

20 A기차와 B기차가 일정한 속력 36m/s로 달리고 있다. 길이 600m의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 데 A기차가 

25초, B기차가 20초 걸렸다면, 각 기차의 길이는?

A기차 B기차

① 200m 150m

③ 150m 120m

⑤ 300m 120m

A기차 B기차

② 300m 100m

④ 200m 1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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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21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도보로 걷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가용을 탄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은 버스를 탄다.

①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도보로 걷는다.

②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③ 버스를 타는 사람은 도보로 걷는다.

④ 도보로 걷는 사람은 버스를 탄다.

한국수자원공사

22 신입사원 A는 집에서 거리가 10km 떨어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출근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이 

걸린다. 퇴근할 때는 회사에서 4km 떨어진 헬스장을 들렸다가 운동 후 7km 거리를 이동하여 집에 도착

한다. 퇴근할 때 회사에서 헬스장까지 30분, 헬스장에서 집까지 1시간 30분이 걸린다면 신입사원 A가 

출⋅퇴근하는 평균속력은 몇 km/h인가? 

① 5km/h ② 6km/h

③ 7km/h ④ 8km/h

한국수자원공사

23 H공사의 작년 전체 사원수가 500명이었고, 올해 남자 사원은 작년보다 10% 감소하고, 여자 사원은 

40% 증가하였다. 전체 사원수는 작년보다 8%가 늘어났을 때, 작년 남자 사원수는 몇 명인가?

① 280명 ② 300명

③ 315명 ④ 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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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24 다과회를 위해 총무팀은 인터넷으로 과일을 주문했으며, 한 개당 사과는 120원, 배는 260원, 귤은 40원

으로 구입하였다. 예산은 총 20,000원이며,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각각 20개 이상씩 구입하였다. 

이때, 배를 가장 많이 구입하였다면 구입한 배의 최소 개수는?

① 47개 ② 48개 

③ 49개 ④ 50개 

한국수자원공사

25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걸리는 Z병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Z병을 검사했을 때 오진일 확률이 

90%이다. A를 포함한 100명이 검사를 받았을 때, A가 검사 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았다면 

오진이 아닐 확률은?

① 50% ② 40%

③ 30% ④ 20%

한국수력원자력

26 다음 글과 관련 있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상 깊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는 ‘자판기에 

손 넣고 기다리기,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나오면 창 닫기,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계속 누르기’ 등이 

뽑혔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가게 주인의 대리 서명’이었다. 외국인들은 가게 

주인이 카드 모서리로 대충 사인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외국에서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 서명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 가재는 게 편이다.

②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③ 봇짐 내어 주며 앉으라 한다.

④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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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7 다음 상황에서 K주임이 처리해야 할 업무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안녕하세요, K주임님. 언론홍보팀 L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사에서 진행하는 ‘소셜벤처 성

장지원사업’에 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디지털소통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여 연락드렸습

니다. 디지털소통팀 P팀장님께 K주임님이 협조해주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세한 요청 사항

은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오늘 내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는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관련 사항 숙지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2시에 홍보실 각 팀 팀장 회의가 있다고 하니, P팀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① 팀장 회의 참석-익일 업무 일정 확인-메일 확인-회의 일정 답변 전달

② 팀장 회의 참석-메일 확인-익일 업무 일정 확인-회의 일정 답변 전달

③ 팀장 회의 일정 전달-메일 확인-회의 일정 답변 전달-익일 업무 일정 확인

④ 팀장 회의 일정 전달-익일 업무 일정 확인-회의 일정 답변 전달-메일 확인

⑤ 팀장 회의 일정 전달-익일 업무 일정 확인-메일 확인-회의 일정 답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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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8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물인터넷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디지털 관련 도구가 통합됨에 따라 일관된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시설 및 업무 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정전이나 낙뢰 등 급격한 전원 환경의 

변화는 큰 손실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전원 보호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석유, 화학 

및 기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무정전 전원 장치)는 일종의 전원 저장소로, 갑작스럽게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전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갑작스러운 전원 환경의 변화로

부터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서버를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연속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UPS를 구매할 때는 용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너무 적은 용량의 UPS를 구입하면 용량이 초과

되어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설비에 필요한 용량의 1.5배 정도의 

UPS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UPS 사용 시에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배터리는 

일정 시점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UPS에 사용되는 MF배터리의 수명은 1년 정도로, 납산배터

리 특성상 방전 사이클을 돌 때마다 용량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① UPS의 필요성

② UPS의 역할

③ UPS 구매 시 고려사항

④ UPS 배터리 교체 주기

⑤ UPS 배터리 교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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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9 다음은 연도별 국내 은행대출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계대출 403.5 427.1 437.5 450.0 486.4 530.0 583.6 621.8 640.6

주택담보대출 266.8 289.7 298.9 309.3 344.7 380.6 421.5 444.2 455.0

기업대출 404.5 432.7 447.2 468.0 493.3 527.6 539.4 569.4 584.3

부동산담보대출 136.3 153.7 168.9 185.7 205.7 232.8 255.4 284.4 302.4

<연도별 국내 은행대출 현황>

(단위 : 조 원)

※ (은행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

① 2012~2017년 주택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매년 높다.

② 2011~2018년 동안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16년이다.

③ 부동산담보대출이 세 번째로 많은 해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의 70% 미만이다.

④ 2018년 주택담보대출의 2016년 대비 증가율은 기업대출 증가율보다 높다.

⑤ 2015년 은행대출은 2010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30 A~E사원이 강남, 여의도, 상암, 잠실, 광화문 다섯 지역에 각각 출장을 간다. 다음 대화에서 A~E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 네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항상 거짓인 것은?

A : B는 상암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B : D는 강남으로 출장을 간다. 

C :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D :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E : C는 여의도, A는 잠실로 출장을 간다. 

① A는 광화문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② B는 여의도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③ C는 강남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④ D는 잠실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⑤ E는 상암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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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3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9년도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시험을 3일 동안 시행하기로 하고 시험 감독관

을 파견하였다. 직전 시험에 감독으로 파견된 사람은 다음 시험에 감독관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10월 

19일 세 지역의 시험 감독관으로 가능한 인원은 최대 몇 명인가?

구분 울산 본부 부산 본부 대구 본부

총 인원 358 1,103 676

10월 05일 31 57 44

10월 12일 24 48 46

10월 19일

<시험 날짜별 감독관 인원>

(단위 : 명)

① 1,887명 ② 1,989명

③ 2,019명 ④ 2,049명

⑤ 2,1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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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32 다음은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지역별 결과이다.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메달/상

지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합계(점) 3,200 2,170 900 1,640 780 1,120

서울 2 5 10

부산 9 11 3 4

대구 2 16

인천 1 2 15

울산 3 7 18

대전 7 3 8

제주 10

경기도 13 1 22

경상도 4 8 12

충청도 7 6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역별 결과>

(단위 : 개)

※ 합계는 전체 참가지역의 각 메달 및 상의 점수합계이다.

① 메달 한 개당 점수는 금메달은 8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60점이다.

② 메달 및 상을 가장 많이 획득한 지역은 경상도이다.

③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이 가장 많이 수여되었다.

④ 울산 지역에서 획득한 총점은 800점이다.

⑤ 장려상을 획득한 지역 중 금⋅은⋅동메달 총 개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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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33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서울관광채용박람회의 해외채용관에는 8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A호텔, B호텔, C항공사, D항공사, E여행사, F여행사, G면세점, H면세점이 <조건>에 따라 8개의 

부스에 각각 위치하고 있을 때, 다음 중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조건>

∙같은 종류의 업체는 같은 라인에 위치할 수 없다.

∙A호텔과 B호텔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G면세점과 H면세점은 다른 라인 양 끝에 위치하고 있다.

∙E여행사 반대편에 위치한 H면세점은 F여행사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C항공사는 제일 앞번호의 부스에 위치하고 있다. 

1 2 3 4

복도

5 6 7 8

<부스 위치>

① A호텔은 면세점 옆에 위치하고 있다.

② B호텔은 여행사 옆에 위치하고 있다.

③ C항공사는 여행사 옆에 위치하고 있다.

④ D항공사는 E여행사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⑤ G면세점은 B호텔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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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34 다음은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의 일부 내용이다. 사업주가 변경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훈련

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 중 변경 승인요청이나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

제8조 훈련실시

⑤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

전에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요청 또는 

신고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훈련실시 변경 세부 내용

훈련실시신고 변경 승인사항
훈련실시신고 변경 

신고사항

훈련실시신고 변경 

불가사항

<변경예정일 4일 전까지>

∙기업이나 현장외교육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포함)의 명칭⋅소재지(관할 공단 지부⋅지사가 

변경되는 경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의 성명(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명)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가 변경

되는 경우)

∙기업현장교사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훈련시간표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HRD담당자

① 훈련내용

② 훈련방법

③ 훈련과정 명칭

④ 훈련기간

⑤ 훈련시간

① 훈련기관의 명칭 ② 훈련시간

③ HRD담당자 ④ 훈련장소

⑤ 훈련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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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35 다음은 NCS 개발 운영지침에 따라 NCS 개발⋅개선 추진 유형을 구분한 자료이다. NCS 개발⋅개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주요 내용

NCS

개발

직무 신설
새로운 직무의 NCS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미래유망직무 등의 직무 

포괄 범위가 작은(능력단위 2~3개 크기) 직무의 NCS 개발 포함

직무 통합⋅분할
기존 NCS의 직무 범위가 넓어, 이를 분할하여 NCS를 개발하거나, 2개 이상의 

직무를 통합하여 1개의 NCS로 개발할 경우

보완 개발 기존 NCS 내 6개 이상의 NCS 능력단위 신설이 필요할 경우

NCS

개선

능력단위 신설 기존 NCS 내 6개 미만의 NCS 능력단위 신설이 필요할 경우

능력단위 

통합⋅분할

기존 능력단위를 세분화하여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1개의 능력단

위로 통합할 경우

일부 수정
NCS 능력단위의 수준 변경 및 내용 수정, 환경분석, 활용패키지 등 기존 능력단

위 개수⋅명칭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① 새로운 직무의 NCS 개발은 직무 신설 유형에 해당된다.

② 기존 능력단위의 개수나 명칭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은 일부 수정 유형에 해당된다.

③ 기존 NCS 내 6개 미만의 NCS 능력단위를 신설하는 것은 능력단위 신설 유형에 해당된다.

④ 기존 NCS 내 6개 이상의 NCS 능력단위를 신설하는 것은 보완 개발 유형에 해당된다.

⑤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1개의 능력단위로 통합하는 것은 직무 통합⋅분할 유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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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36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제도로, 1998년 도입되어 그간 2018년까지 4차례 수행되어 왔다. 재정 추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

요하다. 대표적인 가정 변수로는 인구 가정, 임금, 금리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와 기금운용수익율 그리

고 제도변수가 있다. 

① 추계 ② 그간

③ 전제 ④ 수익율

국민연금공단

3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조직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조직은 ( ㉠ )과 (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은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며, ( ㉡ )은 정부 조직을 비롯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병원, 대학,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해당한다.

㉠ ㉡

①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② 비공식조직 공식조직

③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④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10대 공기업 NCS 최신기출 모의고사

22  AI면접은  www.sdedu.co.kr/winsidaero

국민연금공단

38 다음 중 업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르세 미술관

② 자전거로 만든 시계

③ 커피 찌꺼기로 만든 점토

④ 형제⋅자매의 옷 물려 입기

국민연금공단

39 맥킨지의 3S 기법 중 Situation에 해당하는 발언은? 

① 죄송하지만 저도 현재 업무가 많아 그 부탁은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② 그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③ 다음 달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④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도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40 A, B 두 사람은 각각 은행에 같은 날 적금과 예금을 들었다. B는 0.6% 연이자율로 1,200,000원을 예금

하였고, A는 월초에 10만 원씩 납부하는 연이자율 2%의 단리적금 상품을 선택하였다. A의 적금상품 

이자가 B의 예금 1년 이자보다 많아지는 시기는 몇 개월 후인가?(단, 이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6개월 후 ② 7개월 후

③ 8개월 후 ④ 9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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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직)

41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된

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에도 간헐적으로 흑사병 확진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 북서부에서 38세의 남성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2016년과 2017년

에도 각각 1건씩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① 근근이 ② 자못

③ 이따금 ④ 빈번히

⑤ 흔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직)

42 H사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A4용지가 들어 있는 박스를 사무실로 옮기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는 

적재용량이 305kg이며,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몸무게가 60kg인 J사원이 80kg의 사무용품을 싣고 탑

승한 상태이다. 50kg인 H사원이 한 박스당 10kg의 A4용지를 최대 몇 박스까지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는가? 

① 9박스 ② 10박스

③ 11박스 ④ 12박스

⑤ 13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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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43~44]

(가) 사실 19세기 중엽은 전화 발명으로 무르익은 시기였고, 전화 발명에 많은 사람이 도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전화를 발명했다기보다 여러 사람이 전화 탄생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최초의 공식 특허를 받은 사람은 벨이며, 벨이 만들어낸 전화 시스템은 지금도 세계 통신망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 그러나 벨의 특허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은 무치의 죽음, 벨의 특허권 만료와 함께 종료되었다. 그레이와 

벨의 특허 소송에서도 벨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887년 재판에서 전화의 최초 발명자는 벨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레이가 전화의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 하지만 벨이 특허를 받은 이후 누가 먼저 전화를 발명했는지에 대해 치열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그레이를 비롯하여 안토니오 무치 등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었다. 특히 무치는 1871년 전화에 대한 임시특허

를 신청하였지만, 돈이 없어 정식 특허로 신청하지 못했다. 2002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무치가 10달러의 

돈만 있었다면 벨에게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치의 업적을 인정하기도 했다. 

(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를 처음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876년 2월 14일 벨은 설계도와 설명서

를 바탕으로 전화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고, 같은 날 그레이도 전화에 대한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1876년 

3월 7일 미국 특허청은 벨에게 전화에 대한 특허를 부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직)

43 다음 중 (가)~(라)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가)-(라)-(다)-(나)

② (가)-(다)-(라)-(나)

③ (라)-(가)-(다)-(나)

④ (라)-(나)-(가)-(다)

⑤ (라)-(다)-(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직)

44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법적으로 전화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벨이다. 

② 그레이는 벨보다 먼저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③ 무치는 1871년 전화에 대한 정식 특허를 신청하였다. 

④ 현재 세계 통신망에는 그레이의 전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⑤  그레이는 전화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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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직)

45 다음은 Q사진관이 올해 찍은 사진의 용량 및 개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올해 찍은 사진을 모두 모아서 

한 개의 USB에 저장하려고 할 때, 최소 몇 GB의 USB가 필요한가?[단, 1MB1,000KB, 1GB

1,000MB이며, 합계 파일 용량(GB)은 소수점 이하 버림한다]

구분 크기(cm) 용량 개수

반명함 3×4 150KB 8,000개

신분증 3.5×4.5 180KB 6,000개

여권 5×5 200KB 7,500개

단체사진 10×10 250KB 5,000개

<올해 사진 자료>

① 3.0GB ② 3.5GB

③ 4.0GB ④ 4.5GB

⑤ 5.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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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4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단계 정도 내용

㉠ 0%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단계

㉡ 30%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는 취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 이야기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단계

㉢ 50%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나,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을 선택적으로 듣는 단계

㉣ 70%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용에 집중하면서 듣는 단계

㉤ 100%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의도와 목적을 추측하고,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면서 듣는 단계

<경청의 5단계>

㉠ ㉡ ㉢ ㉣ ㉤

① 선택적 듣기 무시 듣는 척하기 공감적 듣기 적극적 듣기

② 듣는 척하기 무시 선택적 듣기 적극적 듣기 공감적 듣기

③ 듣는 척하기 무시 선택적 듣기 공감적 듣기 적극적 듣기

④ 무시 듣는 척하기 선택적 듣기 적극적 듣기 공감적 듣기

한국중부발전

47 다음 중 BCG 매트릭스와 GE&맥킨지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BCG 매트릭스는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서 개발한 사업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이다.

ㄴ. BCG 매트릭스는 시장성장율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사업의 형태를 4개 영역으로 나타낸다.

ㄷ. GE&맥킨지 매트릭스는 산업매력도와 사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형태를 6개 영역으로 나타낸다.

ㄹ. GE&맥킨지 매트릭스에서의 산업매력도는 시장규모, 경쟁구조, 시장 잠재력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

된다.

ㅁ. GE&맥킨지 매트릭스는 BCG 매트릭스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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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48 다음 기사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이행 비용 정산 기준 가격과 연

간 정산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용의 일부인 약 1조 8,398억 

원을 21개 RPS 의무발전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조 5,650억보다 17%가량 늘어난 액수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보전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RPS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이 2017년에는 4%, 올해는 5%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6%로, 2023년쯤에는 10%를 목표

로 한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 두면 한국전력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보전 비용을 전기요금 명세서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면서 “한국전력은 속수무책

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PS 제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끄는 핵심 제도다. 정부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

사(2019년 기준 21개사)들은 무조건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발전사는 의무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자체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

증서(REC)를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다. 이때 한국전력은 발전사들이 REC 매입에 들인 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REC 기준가격이다. 공급 의무사들은 한 해 동안 확보한 

REC 수에 기준가격을 곱한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추면서 RPS 제도 

이외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RPS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한국전력

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PS 제도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들이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RE100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들이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여러 방안의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①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보전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보전 비용 부담 증가 

③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도입 

④ 전력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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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49 물속에서 A금속은 실제 질량의 

, B금속은 실제 질량의 


가 된다. (AB)합금의 실제 질량은 58g이

고, 물속에선 42g일 때, 합금에 포함된 A금속의 실제 질량은 얼마인가?[단, (AB)합금은 A금속과 B금

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질량은 보존된다]

① 17g ② 22g

③ 25g ④ 30g

한국중부발전

50 A씨는 자신의 8층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새로 설치하려고 한다. 옥상과 7~8층 바깥 벽면 4개의 면에 

설치하며, 태양광 패널은 1m당 설치비용이 30만 원이다. 이때, 들어가는 총 설치비용은 얼마인가?(단, 

층 사이 간격과 창문은 무시하며, 층마다 높이는 동일하다)

① 11,520만 원 ② 12,860만 원

③ 13,560만 원 ④ 14,8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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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01 한국전력공사

1. 직무면접

∙GIS변전소의 특징을 말해 보시오.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 보시오.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방향성에 대해 지원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설비불평형률의 정의와 높은 불평형률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분산전원의 정의와 분산전원의 단방향성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피뢰기의 정의와 구비조건, 설치개소를 말해보시오.

∙ESS 화재원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탈원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페란티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코로나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승압의 장점(배 승압 시)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표피효과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피뢰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한전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속류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전공과목 중 어려웠던 과목은 어느 것인가?

∙독점시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블랙아웃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HVDC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철심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부하율과 부등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한전에 왜 지원했는가?

∙자신이 희생해서 한 일에 대해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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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푸는가?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가 무엇인가?

∙수직공 굴착할 때 주변에 침하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양수발전소를 아는가? 밤에 물을 끌어올리고 낮에 내리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물이 흐르는 와중에 밸브를 

잠그면 무슨 현상이 생기겠는가?

∙응력선도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단항, 군항의 정의를 말해보시오.

∙숏크리트의 효과에 대해 말해보시오.

∙PCS 종류와 특징에 대해 말해보시오.

∙콘크리트 시험 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에 각각 어떤 실험을 하는지 말해보시오.

∙철탑은 풍하중을 많이 받는다. PHC 파일과 강관 파일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흔들릴 것 같은가?

∙말뚝 리바운드 시험이 무엇인지 말하고 시험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측량 오차의 종류와 특징을 말해보시오.

∙옹벽의 안정조건이 무엇인가?

∙옹벽의 활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종합면접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가장 최근에 접한 한국전력공사 관련 뉴스는 어떤 것인지 말해 보시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전공 또는 어떤 직무의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해 보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말해 보시오.

∙타인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자만의 해결 방안이 있는가?

∙우리 공사에 관련한 최신 기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해보시오.

∙정확성과 신속성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원자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지원자의 단점을 말해보시오.

∙최근의 시사이슈를 한 가지 말해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최근에 겪은 변화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지원자의 특별한 장점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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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에 입사한다면, 포부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지원자는 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은데, 적극성과 신중함 중 어느 쪽에 가깝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가?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송⋅배전 중 가고 싶은 부서는 어느 곳인가?

∙인턴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두 가지가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지 말해보시오.

∙지원자가 즐기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NCS에 관련하여 어느 것이 어렵고, 어느 것이 쉬운가?

∙오늘 본 뉴스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희망하는 직무는 어느 직무인가?

∙우리 공사에 관한 사업 중 지원자가 알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현재 한전의 적자 상황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팀 활동과 개인 활동 중 어느 활동을 선호하는가?

∙지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주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한국전력공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 

∙변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직 내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조직개편,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무기술서에서 팀워크라는 말을 보았는가? 팀워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전공이나 경험, 지식을 살려서 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말해보시오.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가?

∙민원 창구에 고객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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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철도공사

1. 경험면접

∙ 1분 자기소개

∙지원동기

∙교대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접 나서서 팀을 이끌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한국철도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살면서 끈기를 가지고 무엇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본인의 장점을 말해 보시오.

∙주변의 어려운 상황의 친구를 미리 파악해서 도와준 경험이 있는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마다 스스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규율을 지켰던 경험이 있는가?

∙같이 지내기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가?

∙협동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코레일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자가 노력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

∙진입장벽이 높았던 집단이나 단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가?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해 본 경험이 있는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잘 모르는 사람과 단기간으로 일할 때 어떻게 성과를 이뤄낼 것인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성과는 없지만 일을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가?

∙코레일에 입사하여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살아오면서 최근에 좌절한 경험이 있는가?

∙팀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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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말해 보시오.

∙자신의 직무 경험이 무엇이고, 그 경험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코레일 사이트는 2가지가 있다. 그중 예매와 관련 있는 사이트는?

∙본인 전공과 철도와의 연관성을 말해 보시오.

∙나이차이가 나는 상사와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변압기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전동기 제동방법에 대해 말해 보시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해 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철도 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시오.

∙보안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말해 보시오.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에 대해 말해 보시오.

∙아르바이트나 동아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경험을 통해 팀워크를 증가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을 

말해 보시오.

∙최근 코레일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가?

2. 직무상황면접

∙입사한다면 상사의 지시에 따를 것인가 자신의 방법대로 진행할 것인가?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이 조직내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입직원으로서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량을 정비할 때 동료들끼리 혼선되지 않고 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이 접수되거나 차량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어떻게 하겠는가?

∙공익요원이 자꾸 스마트폰을 한다. 지나가는 고객이 조언을 해도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사항과 현장의 작업방식 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코레일 환경상 하청 없이 전기직 직원이 직접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무임승차를 한 고객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카페열차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명절에 갑자기 취소하는 표에 대한 손해액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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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공기업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갈등 상황에서 Win-win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서울교통공사만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시오.

∙서울교통공사 관련 최근 이슈를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지원자의 직업관은 어떻게 되는가?

∙지원자의 직업관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공사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

∙역무원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우리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정보를 습득하고 관리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말해보시오.

∙타회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해보시오.

∙남들이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을 지시받는다면 어떻게 할지 말해보시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면 노인들이 반발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우리 공사의 인재상을 아는가?

∙진상 고객을 대처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피뢰기와 피뢰침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본인이 리더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시오.

∙선조치 후보고, 선보고 후조치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개선해 본 경험이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지하철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발표하시오.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배경정보와 함께 제시하고 본인의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시오.

∙일회용 교통권 회수율 상승방안에 대해 발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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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 신축관이란 무엇이고, 피뢰기와 피뢰침, 조합논리회로와 순차논리회로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시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혼잡한 시간대에 열차를 증차하면 그에 따르는 추가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사기업보다 공기업 비리에 더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무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기른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인간관계에서 중요시하는 1순위와 2순위에 대해 말해보시오.

∙공동작업 시 자신의 단점과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신념을 발휘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가?

∙조직을 위해 헌신한 경험이 있는가?

∙리더로써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입사 후 역에 배치되어 어느 업무를 하고 싶은가?

∙책임감을 발휘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차량직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선조치 후보고, 선보고 후조치 중 어떠한 것이 본인의 업무 스타일인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최근 하고 있는 자기개발 활동이 있는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SCM(Smart Connected Metro)과 관련하여 본인이 쌓은 역량은 무엇인가?

∙조직생활을 하며 남들이 포기했던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해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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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수자원공사

1. 직무 PT면접

(1) 행정직

∙김영란법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녹조의 발생 이유와 녹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해보시오.

∙BIM 공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시오.

∙댐 상류에 위치한 한 공장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조치할 사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해보시오.

∙댐 건설 부지를 위한 토지 구입을 할 때, 기한이 다 되어도 불법점거하고 있는 주민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생태관광 및 친환경적 댐체 조상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취수-급수의 과정을 설명해시오.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사업에 있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해보시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전략방안을 말해보시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스템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물문화관에서 관광객(고객)이 다쳤을 때 배상책임을 법률적으로 설명해보시오. 

∙해안/도서지역의 물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수자원공사의 장단점 및 기회위협요인에 대해 말해보시오. 

∙통합 물관리에 대해 알고있는가?

∙K-water가 세계 물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신재생에너지를 설명하고, 그 예시와 확대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K-water는 공기업이라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K-water가 더 나아갈 홍보방안을 제시해보시오. 

∙K-water의 가치와 연결했을 때, 자신의 강점 그리고 이 강점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점을 말해

보시오. 

∙K-water가 추구하는 가치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본인의 여러 강점 중 어떤 강점이 업무를 할 때 발휘가 될지 설명해보시오. 

∙4대강 보 16개 중 14개를 열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보시오.

∙환경유해물질관리법이 강화되어 사용금지된 물질이 정수장에서 불가피하게 쓰일 경우 이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시오. 

∙댐이 노후화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시오. 

∙아시아국제물주간회의에서 수자원공사는 격년으로 의장을 맡는데, 올해가 그 해이다. 회의 의제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게 되었다고 가정한 뒤, 의제 선정과 그 의제의 성격 3개 이상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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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권리가 상충할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공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함에 있어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갈등의 기능과 역기능의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 기술직

∙중앙집중제어와 분산제어시스템의 차이점을 공급안정성 측면에서 설명해보시오.

∙수차의 손실 요소와 그 손실을 줄일 방법을 말해보시오.

∙베르누이 법칙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오.

∙안전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검사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발전기기의 종류에 대해 말해보시오. 

∙수전 설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수변전설비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 ICT를 활용한 수돗물 신뢰도 재고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5G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자원공사에 접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말해보시오. 

∙고도정수처리과정 후에도 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자원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해보시오. 

∙지원동기 및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정수처리 과정에 대해 말해보시오. 

∙정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하수처리 과정에 대해 말해보시오. 

∙대체수자원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PLC(Power Line Communication)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AR(Augmented Reality)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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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계전기와 아날로그 계전기를 비교해서 설명해보시오.

∙조력발전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조력발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보시오.

∙신재생에너지 생산⋅판매를 위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설명해보시오. 

∙펌프 정비에 소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펌프 정비방법과 K-water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해보시오. 

∙댐 건설관련 유의사항 및 수력발전의 원리에 대해 말해보시오. 

∙유체역학 내용 중 수격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물인터넷(IoT)을 수자원에 적용하고자 할 때 적용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보시오. 

∙상수도관에 쓰이는 관의 종류에 대해 4개 이상 설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수력발전 기자재의 외국 의존도 심각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발표하시오. 

∙조류 현상이 ‘보 설치로 인한 유속의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때문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타당한 근거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총트리할로메탄의 정의와 특징, 저감방안, 그리고 염소소독, 오존소독, UV소독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수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수질오염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향을 말해보시오. 

(3) 토목직

∙바닷가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해보시오.

∙평균 갈수량의 정의를 아는가?

∙자연유량은 무엇인가?

∙통합수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가뭄대책방지에 대해 말해보시오. 

∙강변 여과수에 대해 말해보시오. 

∙유속공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약지반을 개량할 수 있는 공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CM에 대해서 아는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에서의 강점을 말해보시오. 

∙최근 가뭄에 대한 방안으로 해수 담수화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이유와 해결 방안을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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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면접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근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해 말해보시오.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타인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한 경험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댐의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적 문제를 말해보시오.

∙어떤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지원자는 긴장을 안한 것 같은데, 긴장을 잘 안하는 성격인가?

∙고객의 컴플레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원자는 어떤 봉사활동을 해보았는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징이 무엇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해보시오.

∙전자기학에서 기억에 남는 식을 말해보시오..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인문학 경험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귀하의 주변에서 성희롱이나 미투운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공사의 인재상 중 자신은 어디에 가장 부합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투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 방향에 대해 말해보시오. 

∙녹조현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상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변압기의 2종 접지는 어디에 하는가? 

∙타인과 갈등 경험이 있는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법을 지키면서 본인을 희생한 경험이 있는가?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토목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상수도가 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을 동물로 표현해보시오. 

∙자신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뛰어난 점을 말해보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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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무엇인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련된 뉴스가 있는가?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왜 복수전공을 하였는가?

∙신입사원이 아니라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면 무엇부터 개선할 것인가?

∙공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활신조나 신념을 통해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좋아하거나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가?

∙평소 수돗물을 잘 마시는가? 

∙수돗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것 같은지 말해보시오. 

∙졸업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해보시오.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지원한 곳은 어디인지 말해보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시오. 

∙직업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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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한국수력원자력

1. 직업기초능력면접

∙본인이 희생하여 일을 해 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본인은 리더형인가 팔로워형인가?

∙상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격오지 근무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시오.

∙원자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친구와 사장님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귀하는 어

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는가? 숨기겠는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소 시골에다 인프라가 별로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일단 입사한 신입사원은 1~2년 

동안은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본사 발령이 난다면 귀하는 본사로 가겠는가? 

현재 근무하는 곳에 남겠는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 입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재상 중 귀하가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상사의 비리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직장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말해 보시오.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던 경험이 있는가?

∙주변에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 보시오.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를 말해 보시오.

∙본인에게 경쟁이란 무엇인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완벽하게 안전을 추구할 것인지, 약간의 안전을 포기하고 효율을 높일 것인지 말해 보시오.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이 기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아리나 조별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 보시오.

∙전공과 관련하여 팀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탈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자력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팀프로젝트 활동경험을 적었는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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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면서 여자라 차별을 받은 적은 없었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시오.

∙열정을 보였던 일에 대해 말해 보시오.

∙지원동기가 무엇인가? 

∙UAE에 갈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준비해왔던 것이 있는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업무를 말해 보시오.

∙자신의 전공과 원자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재상 세 가지 항목에 맞는 자신의 역량을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본인의 역량을 입사 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국정지표에 대해 말해 보시오.

∙안중근에 대해 말해 보시오. 

∙울진 지역에 지원한 계기를 말해 보시오.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신념이 무엇인지 아는가?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하여 가장 하고 싶은 일과 지금까지 배운 전공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가?

∙파란색을 시각장애인에게 설명해 보시오. 

∙배려와 경쟁이 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해 보시오. 

∙원자력과 화력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책임감, 도덕성, 자기계발, 인성 등 여러 덕목 중에 신입사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최근 주의 깊게 본 기사가 무엇인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가장 행복했던 일, 가장 열받았던 일에 대해 어떻게 극복했는가?

∙팀워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공과목 중 너무 어려웠던 과목은 무엇이며 그 과목을 극복한 일이 있는가?

2. 직무수행능력면접

∙원전을 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에 대해 말해 보시오.

∙방사선은 동⋅식물에 축적되는데, 이에 대해 고려할 점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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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송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이 비리를 없애기 위해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SCM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직장상사가 부당하거나 불법한 지시를 내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SNS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시문 : A발전회사가 B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직원과 가족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할 예정이

다. 직원은 600명이며, 가족까지 합치면 1,500명이다. 이주하는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이 걸리며, 가까운 

대도시까지는 2시간이 걸린다. 사택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30분 이상 걸린다.

고려사항 선호도 중요도

오락시설(PC방, 당구장) 하 하

대형마트(식료품 등) 상 상

헬스케어(병원 등) 하 중

문화시설(체육관, 영화관 등) 중 상

교육시설(학원 등) 중 상

교통개선(노선 증가 등) 중 하

- 중요도와 선호도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 3가지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 보시오.

- 건설비용과 필요성을 생각했을 때 3가지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 보시오.

- 만일 사택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면 위에서 선택한 것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을 말해 보시오.

∙제시문 : 팀장 후보에 대한 성격, 신상, 활동 내용

- 마케팅 부서 팀장을 봅을 때, 팀장 후보 중 누구를 뽑아야 하겠는가?

∙제시문 : 여행사 직원이 되어 여름을 겨냥한 여행 패키지 출시 전략에 관한 내용

- 어떤 조합으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말해 보시오.

- 다른 여행사에서 똑같은 상품이 출시됐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방안을 말해 보시오.

-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당 전략을 실행할 수 없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시오.

∙피부약의 처방을 전문의에게만 맡길 것인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방안을 선택하고, 

선택한 사항에 따라 광고 방안을 논의해 보시오.

∙제시문 : 영화 ‘바람’에 대한 내용

- 영화 ‘바람’의 홍보 전략에서 내세울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선정해 보시오.

- 영화 ‘바람’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이전과 지여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을 말해 보시오.

∙고리 1호기 전원상실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對국민 신뢰회복 방안을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 보시오.

∙회사 조직의 다양성 관리 방안을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업 이미지 개선 방안을 말해 보시오.

∙고졸자 채용 증대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다각화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45

∙한국수력원자력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활성화 방안을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 홍보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아이디어를 말해 보시오.

∙회사 청렴도, 윤리경영 제고 방안을 말해 보시오.

∙프랑스의 원전의존도 축소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시오.

∙일본의 모든 원자력발전 정지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후쿠시마 사고 후 우리나라 원전 안전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말해 보시오.

∙신규원전 부지확보 VS 기존부지 원전 추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말해 보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의 성장과 안전에 대해 말해보시오.

∙겨울철 전력수요 억제 방안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민자사업 요금 인상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전기요금 인상 여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전국적 순환정전 사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동성결혼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시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우리 회사 및 원자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활용 방안을 말해 보시오.

∙공생발전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Peer Pressure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한국사회에서의 기부문화 증대 방안를 말해 보시오.

∙한류문화의 생성과 지속적인 증대 방안를 말해 보시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복귀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미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 보시오.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센티브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공기업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결혼비용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문제를 말해 보시오.

∙직장 내 올바른 회식 문화를 말해 보시오.

∙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46  AI면접은  www.sdedu.co.kr/winsidaero

06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말해보시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행동한 경험이 있는가?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친화력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코로나 시대에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해보시오.

∙가장 일하기 싫은 동료 유형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위급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본인은 리더와 팔로워 중 어느 쪽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원칙과 효율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대학병원의 쏠림현상 완화방안에 대하여 토론해보시오.

∙지역별 병상 과부족 현상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해보시오.

∙업무 중 힘들었던 대인관계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지원자 본인은 노조의 권리와 회사의 일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원자 본인이 가진 역량 중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역량은 무엇인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주변인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가?

∙지원자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지원자 본인은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일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획에 대해 토론해보시오.

∙민원인 중에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 일은 잘하지 못하는데 인성이 좋은 사람 중 어떤 사람과 일을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오.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하고 어떤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했을 때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을 말해보시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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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직무의 강점 및 약점을 말해보시오.

∙귀하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살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보시오.

∙목표를 세우고 오랜 기간 꾸준히 준비해온 경험이 있는가?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하기 싫어하거나 소극적인 조원을 이끈 경험이 있는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보시오.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하여 토론해보시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사보험)의 차이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지원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지원자가 경험한 일 중 요양직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경험을 말해보시오.

∙까다로운 환자를 담당한 경험을 말해보시오.

∙불만을 표시하는 상대를 설득한 경험을 말해보시오.

∙조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경험을 말해보시오.

∙지원자가 생각하는 일을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겠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경험이 있는가?

∙요양직렬 업무 시 본인과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성품과 고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단호하게 일 처리를 했던 적이 있는가?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시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강화된 역량은 무엇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임한 경험이 있는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경험을 말해보시오.

∙고객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자신만의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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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상사의 부정행위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습관이 있는가?

∙감명 깊게 본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말해 보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싶은지 말해 보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중 하나를 설명해 보시오.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장될 것 같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격시험 접수와 관련하여 특정 브라우저에서 자격시험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위 극성 부모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직무순환제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시오.

∙조별과제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가?

∙지원자가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점에서 본인의 장점이 잘 활용된다고 생각하는가?

∙올바른 직장생활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어필해 보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언제인가?

∙자신의 어떠한 성향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가?

∙사내 보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공단의 조직문화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직⋅세대 간 갈등 해결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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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는가?

∙추진하고 싶은 공단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중 관심이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스스로 희생해서 남을 도와 감동시킨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오.

∙올해 초에 목표로 정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이뤄냈는가?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인턴기간 동안 한 일 중 업무개선에 기여한 점이 있는가?

∙보안 관련 문제점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면접장소에 몇 시에 도착했는가?

∙제일 열심히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중 공단 라이벌을 꼽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강⋅약점을 말해 보시오.

∙입사 후 가장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블라인드채용의 단점을 말해 보시오.

∙한정된 자원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혼자만 업무 부담이 크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동체 내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했던 경험이 말해 보시오.

∙본인의 장단점을 말해 보시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소통능력 어느 정도 되는가?



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50  AI면접은  www.sdedu.co.kr/winsidaero

08 국민연금공단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본인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시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해보시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보시오.

∙국민연금의 주 수요층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국민연금공단에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제시해보시오.

∙국민연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제시해보시오.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친한 동기가 지방발령이 난다는 사실을 당사자만 모를 때, 귀하는 동기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것인가?

∙상사와 갈등이 있을 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의 리더십 수준은 어떠한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통한 경험을 말해보시오.

∙거듭되는 설명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고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업무 중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공감과 소통을 위한 자신의 방법을 경험을 들어 말해보시오.

∙야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귀하의 좌우명을 말해보시오.

∙업무에 활용 가능한 귀하의 장점을 말해보시오.

∙퇴근 10분 전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최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업무적인 갈등 외에 인간적인 마찰을 겪은 적이 있는가?

∙셀프 리더십 시대에서 개인으로서 조직 내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조직의 프로세스를 개선해본 경험이 있는가?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가?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보시오.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하여 적금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귀하가 담당자라면 

현재와 고갈될 시점 중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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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귀하가 고객센터 담당자일 때, 악성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새로운 업무방법과 기존의 방법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상사가 자신의 실수로 물품의 수량을 잘못 기입하였다. 이때, 귀하에게 몰래 폐기처분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마감하는 업무서류에 민원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민원인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직장에서는 시간을 꼭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귀하가 담당하는 3년 기한의 프로젝트 마무리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나 열람할 수 없는 보안 서류가 상사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이때, 상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귀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트 진행 중 완료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엑셀 수식과 양식이 있는데 귀하가 일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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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LH한국토지주택공사

1. 직무 PT 및 토론면접

∙토지 계획, 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안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방법을 제시해 보시오.

∙한국토지주택고상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해 보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 민원전화를 받은 상황을 가정할 때, 

주민들이 역정을 내며 화를 내는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보시오.

∙본인이 원하는 부서와 다른 부서에 배치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인상 깊었던 토목구조물을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시오.

∙국내 토목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과 구체적 구조물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과 검

토방안을 수립하시오.

∙최근 크고 작은 싱크홀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전체 싱크홀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등 도심지에서의 싱크홀 발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싱크홀 예방 대책에 대해 발표하

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게 되면 토목,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다른 시공사 사람들과도 만나게 될텐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것인지 본인의 

사례 중심으로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구상해 보시오.

∙잦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제주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생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해저터널을 구상 중에 있는데 첨단 IoT기술을 도입하여 해저터널 

시공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도급 인부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부들은 정당히 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사가 제때 임금을 주지 않아 계속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다. 하도급사에 

항의만으로는 임금을 받을 수 없었기에 인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보시오.

∙4차 산업혁명과 조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기후변화에 조경이 대처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 보시오.

∙A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 중에 최근 ‘1인 가구 증가’라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기

로 하였다. 1인 가구 증가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 가정식 뿐만 아니라 2장 식빵, 1조각 생선 등 

소포장 판매상품 및 혼자 식사할 수 있는 1인 식당 증가와 같은 유통, 식품 업계에 반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1인 가구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업계에서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다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을 반영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수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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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800만 원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계획 중에 있다. 단지 바로 옆에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소음민원이 예상된다.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자 했으나 시공사는 수익성이 나

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파트 배치방안 및 소

음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시오.

∙K사는 70 ~ 80년대 대랑생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IT산업 및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량생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하게 된 K사는 창고 및 공장으로 사용하던 사옥에서 새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K사는 오래전에 지어진 낙후된 창고 및 공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건물은 개화기에 창고용으로 지어져 예쁘지는 않지만 근대화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매우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총 8개의 단층으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지하철 및 버스 이용이 용이하며 

주변에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거리가 근접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낙후된 건물 활용 방안을 기획하시오.

∙X사는 최근 동종업계 Y사와의 합병을 진행하였다. 회사의 합병에 따라 각 부서 및 팀이 새롭게 구성되었으

며, 이로부터 각 직원은 새로운 리더 혹은 새로운 상사, 동료 부하들과 팀을 꾸려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각각 본래 자기 회사의 업무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어, 원래 다른 회사였던 조직원들과 협업 시에 

사소한 것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팀워크 향상 프

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내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반드시 포함시키

려고 한다. 이를 활용하여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하시오.

2. 경영진 면접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본인이 존경하는 CEO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가?

∙민원인이 친구와 함께 임대주택을 신청했다. 친구는 도심지역에 배정되고, 민원인은 외곽지역에 배정되었다

는 이유로 항의 전화를 할 때,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자기계발을 위해 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해 보시오.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말해 보시오.

∙성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귀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말해 보시오.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말해 보시오.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할 만한 행동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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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집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일 년간 어떤 자기개발을 하였는가?

∙가장 최근에 실패한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해 보시오.

∙입사 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국토부에서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조직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점수를 매기고, 왜 그런 점수를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타인의 성격을 보고 부러워 한 적이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였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관심 있는 사업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감소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경험에 대해 말해 보시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본인의 평소 별명이 무엇인가?

∙공기업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회사와 협업해 본 경험이 있는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살면서 실패했던 사례를 말해 보시오.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중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팀 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했던 경험을 말해 보시오.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편인가, 넓고 얕은 편인가? 사람을 어떻게 사귀는가?

∙ 20~25년 뒤에 어떠한 리더가 되어있을 것 같은가?

∙입사해서 팀 분위기나 업무를 향상시킬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겠는가?

∙자기소개서를 보니 실무경험이 없는데 동아리나 단체 경험은 있는가?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본인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취미가 무엇인가?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남들에게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상사한테 혼났을 때 극복방법을 말해 보시오.

∙낯선 조직에서 본인이 적응하는 방법을 말해 보시오.

∙나이가 많은 상사랑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 보시오.



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10대 공기업 면접 최신기출  55

∙새로운 것에 도전한 사례를 말해 보시오.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 보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싶은 사업과 하기 싫은 사업을 말해 보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를 기획할 때 설계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조직 내에서 프로세스가 없는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경험을 말해 보시오.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공기업이 편해서 이직하려고 하는 것인가?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 보시오.

∙함께 일하는 동기가 본인보다 어린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만큼은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 경험과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중 본인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리더 타입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시대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배웠던 이론이 실제 현장이나 회사에서 잘 활용되었던 경험을 말해 보시오.

∙본인을 형용사로 표현해 보시오.

∙호모사피엔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한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CEO라고 생각하고 개선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전공이 법학이 아닌데, 직무수행 중 법학 지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단 내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행복주택에 대해 말해 보시오.

∙청년 전세 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갑은 회사와 고객 중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감정노동자는 을인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직장인과 학생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 10년 후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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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중부발전

1. PT면접

∙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귀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한국중부발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시오.

∙신재생 에너지와 화력 발전소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오.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발표하시오.

∙새로운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을 맞이해 공사의 추구방향, 전략을 제시하시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시오.

∙발전소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시오.

∙중부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방안을 제시하시오.

∙사내 스마트워크의 실행과 관련한 이슈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발전기 용접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누수를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 

발표하시오.

∙발전소 보일러 효율 저하 원인 점검사항에 대해 말해 보시오. 

∙국제정세가 발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해 보시오.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2. 토론면접

∙자동제어시스템의 전기적 발생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토론하시오.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미세먼지 감소대책에 대해 토론하시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토론하시오.

∙해양에너지 개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시오.

∙발전소 부속기기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ESS 재료 3개의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시오.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친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연관 지어 한국중부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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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면접

∙한국중부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가 조직 친화력인가?

∙존경하는 상사가 있는가? 그 상사의 단점은 무엇이고, 귀하에게 동일한 단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귀하는 교대근무 상세일정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선배가 편한 시간대에 근무 배치를 요구할 

때,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A선배를 편한 시간대에 근무 배치할 때, 후배 사원인 C와 D가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된다)

∙협력 업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업무별로 귀하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재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고령의 현직자, 협력업체의 베테랑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말해 보시오.

∙존경하는 상사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상사의 단점은 무엇이고, 자신은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가? 조직 친화력인가?

∙한국중부발전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근무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노력했던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중부발전을 30초 동안 홍보해 보시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이 생겼던 사례를 말하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해 보시오. 

∙여러 사람과 협업하여 업무 처리한 경험과 협업 시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해 보시오.

∙현 직장에서 이직하려는 이유가 중부발전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CPA를 하다가 포기했는데 입사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준비할 것인가? 

∙대학 때 인사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인사부서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노무부서가 뭘 하는 곳인지 아는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중부발전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말해 보시오. 

∙여러 발전사가 존재하는 데 왜 꼭 한국중부발전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공부해 해결해낸 경험이 있는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인가? 

∙이전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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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가? 

∙한국중부발전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 보시오. 

∙입사 10년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말해 보시오.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시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본인이 일 년에 읽는 책의 권수와 최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해 보시오.

∙삶을 살면서 친구들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

으며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 보시오. 

∙살면서 실패의 가장 쓴맛을 본 경험을 말해 보시오.

∙가정에는 가훈이 있다. 본인의 가훈에 대해 말해 보시오.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극복한 사례를 말해 보시오. 

∙자신이 한국중부발전의 팀장이며, 10명의 부하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팀을 이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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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③

∙A씨 : 저압 285kWh 사용

- 기본요금 : 1,600원

- 전력량요금 : 200×93.385×187.9

18,66015,971.5≒34,630원

- 부가가치세 : (1,60034,630)×0.1

36,230×0.1≒3,620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 (1,60034,630)×0.037

36,230×0.037≒1,340원

- 전기요금 : 1,60034,6303,6201,34041,190원

∙B씨 : 고압 410kWh 사용

- 기본요금 : 6,060원

- 전력량요금 : 200×78.3200×147.310×215.6

15,66029,4602,156≒47,270원

- 부가가치세 : (6,06047,270)×0.1

53,330×0.1≒5,330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 (6,06047,270)×0.037

53,330×0.037≒1,970원

- 전기요금 : 6,06047,2705,3301,97060,630원

따라서 A씨와 B씨의 전기요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은 ③이다.

02 정답 ④

㉠ 싱크 노드(Sink Node) : 베이스 노드(Base Node)라고

도 하며, 싱크 노드는 센서 노드와 달리 하드웨어 제약

을 받지 않는다.

㉡ 게이트웨이(Gateway) :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네트워크 

혹은 세그먼트(Segment)에서 다른 네트워크(인터넷 등)

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을 의미한다.

㉢ 센서 노드(Sensor Node) : 물리적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수집된 센싱과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작은 장치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요

소이다.

03 정답 ①

하이퍼텍스트의 자료의 구조는 링크에 의해서 무작위로 

이동가능하다. 즉, 비순차적인 구조형식을 갖는다.

04 정답 ④

세 번째 문단에서 ‘태양열 발전기의 구조는 집열 방법에 

따라 파라볼릭형, 타워형, 접시형, 프레넬형의 네 가지 형

태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섯 번째 문단

에서 ‘일반적으로 접시형은 소규모 분산전원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대규모 발전소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네 가지의 태양열 발전기 구조의 형

태 중 분산전원에 사용되지 않는 형태는 총 세 가지이다.

05 정답 ③

데이터 레이블은 데이터 계열을 대상으로 전체 데이터나 

하나의 데이터 또는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선택하여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 등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

터 레이블은 차트에서는 입력이 가능하나, 스파크라인에

서는 입력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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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답 ④

알파벳의 순서를 숫자로 바꾸어 나열하면 1, 2, 3, 5, 8, 

13, ( ), 34이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로 앞의 두 항의 합

이 다음 항에 해당하므로 빈칸에는 81321번째의 알파

벳 ‘u’가 적절하다.

07 정답 ②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거리 2.5km를 시속 5km로 걸었기 

때문에 이때 걸린 시간은 


0.5시간(30분)이고, 회사

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시

간(20분)이다. 따라서 총 50분이 소요되어 회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10분50분오전 8시이다.

08 정답 ②

미지수 와 에 가능한 수는 60의 약수이다. 따라서 에 

12개(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의 숫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속하지 않은 ②가 정답이다.

09 정답 ①

9월은 30일까지 있으며, 주말은 9일간, 추석은 3일간이지

만 추석연휴 중 하루는 토요일이므로 평일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은 30(931)19일이다. 또한, 특근하

는 날까지 포함하면 추석 연휴기간을 제외한 27일 동안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적어도 하루는 특근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 전체에서 이틀 

모두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확률을 빼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이상 특근할 확률은 1



1







이며, 분자와 분모는 서로소이므로 20

3959이다. 

10 정답 ④

1차 면접시험 응시자를 명으로 가정하면,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0.6명이다. 2차 면접시험 남성 불합격자는 63

명이며, 남녀 성비는 7 : 5이므로 여성 불합격자는 7 : 5

63 :  → 5×637 → 45, 45명이다. 따라서 2차 

면접시험 불합격자 총인원은 4563108명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에서 2차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2차 면

접시험 응시자의 60%이므로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180명이고, 1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300명이 된다. 따라서 1차 면접 합격자는 응

시자의 90%이므로 300×0.9270명이다.

11 정답 ④

해외여행 전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

여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예방약 등을 미리 준비한다.

오답분석

①⋅③은 해외여행 중 지켜야 할 감염병 예방 행동이고,

②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시에 지켜야 할 감염병 예방 

행동이다.

12 정답 ①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2.25시간으로 2



 시간2시간 15분이 걸리고, 응급헬기를 타고 갈 

경우 


0.25시간


시간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다. 따라서 K씨가 쓰러진 지점부터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는 총 이동시간은 2시간 

35분(20분2시간 15분)이므로 응급헬기 이용 시 구급차

보다 2시간 35분15분2시간 20분 더 빨리 응급실에 

도착한다.

13 정답 ④

흡연자 A씨가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료 및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구매에 지불해야하는 부담금은 

지원금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이다. 따라서 A씨가 부

담하는 금액은 총 30,000×0.1×612,000×0.25×3

18,0009,0002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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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소 서류 지원자를 명이라 가정하

자. 최종 합격자 250명의 2배를 필기시험에서 뽑고, 면접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인원의 4.5배수가 서류 지원자 중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지원하는 최소 지원자는 250×2×4.5

2,250명이다. 

15 정답 ①

여성 가입고객 중 예금을 가입한 인원은 35명, 적금을 가

입한 인원은 30명이고, 여성 전체 고객은 50명이다. 따라

서 여성 가입고객 중 예⋅적금 모두 가입한 인원은 (35

30)5015명이다. 또한 남성 전체 고객 50명 중 예⋅적

금 모두 가입한 인원은 20%라고 했으므로 50×0.210

명이 된다. 따라서 전체 가입고객 100명 중 예⋅적금 모두 

가입한 고객은 151025명이므로, 비중은 


×100

25%이다.

16 정답 ③

숫자 21을 2, 8, 16진수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 2진수

2 ) 21 

2 ) 10 …1

2 )  5 …0

2 )  2 …1

     1 …0

아래부터 차례대로 적으면 10101이 21의 2진수 숫자이다.

∙ 8진수

8 ) 21 

    2 …5

21의 8진수는 25이다.

∙ 16진수

16 ) 21 

      1 …5

21의 16진수는 15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대답을 한 사람은 C사원이다.

17 정답 ③

가중평균은 원값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곱한 총합을 가중

치 합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A의 가격을 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가중평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66 

→ 


66 → 306,6004,500 

→ 


 → 70

따라서 A의 가격은 70만 원이다.

18 정답 ③

A, B, C설탕물의 설탕 질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A설탕물의 설탕 질량 : 200×0.1224g

∙B설탕물의 설탕 질량 : 300×0.1545g

∙C설탕물의 설탕 질량 : 100×0.1717g

A, B설탕물을 섞은 설탕물 500g에 들어있는 설탕 질량은 

244569g, 농도는 


×10013.8%이다. 섞은 설

탕물을 300g만 남기고, C설탕물과 섞으면 설탕물은 400g

이 되고 설탕의 질량은 300×0.1381758.4g이 된다. 

이 설탕물을 300g만 남기면 농도는 일정하므로 설탕물이 




으로 줄어든 만큼 설탕의 질량도 같이 줄어든다. 따라

서 설탕의 질량은 58.4× 


43.8g이다.

19 정답 ①

작년과 올해 공제 받은 금액의 1,200만 원 초과분을 , 

만 원이라 하고 공제 받은 총 금액에 관한 방정식으로 ,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 720.15×4,000×0.05 

→ 0.15×20072 → 


≒853

∙올해 : 720.15×4,000×0.1 

→ 0.15×40072 → 


≒2,187 

따라서 올해 증가한 소비 금액은 (2,1871,200)(853

1,200)1,33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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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 ⑤

A, B기차의 길이를 각각 , m라고 가정하고 터널을 지

나는 시간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A기차 : 


25 → 600900 → 300

∙B기차 : 


20 → 600720 → 120

따라서 A기차의 길이는 300m이며, B기차의 길이는 120m

이다.

21 정답 ④

주어진 명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도보 이용

∙  : 자가용 이용

∙  : 자전거 이용

∙  : 버스 이용

 → ~,  → , ~ → 이며, 두 번째 명제의 대우인 

~ → ~이 성립함에 따라  → ~ → ~ → 가 성립

한다. 따라서 ‘도보로 걷는 사람은 버스를 탄다.’는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된다.

22 정답 ③

평균속력
(전체이동거리)

(전체이동시간)
의 공식으로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이동거리는 104721km이고, 전체 이동시간은 

10.51.53시간이므로 평균속력은 21÷37km/h

이다.

23 정답 ④

작년 남자 사원을 명, 여자 사원을 명이라 가정하면

500…㉠

0.91.4500×1.08 → 0.91.4540…㉡

㉠과 ㉡을 연립하면 320, 180이 나온다. 따라서 

작년 남자 사원은 320명이다. 

24 정답 ②

각각 20개씩 구입할 때 금액은 사과는 120×202,400

원, 귤은 40×20800원, 배는 260×205,200원이며 

총예산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20,000(2,400800

5,200)11,600원이 남는다. 남은 예산으로 사과, 배, 귤

을 똑같은 개수로 더 구입한다면 11,600÷(12040

260)≒27.61, 27개씩 구입이 가능하다. 

이때 남은 금액은 11,60011,340260원으로 배 한 개

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배의 최소 개수는 2027148

개이다.

25 정답 ①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 했을 때, 이 중 실제로 Z병에 

걸린 사람은 10%로 10명이며, 90명은 병에 걸리지 않았

다. 이때 오진일 확률이 90%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사람은 10%이다. Z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으

로 나누어 오진일 확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Z병에 걸린 사람 : 10명

- 오진(Z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 : 10명×0.99명

- 정확한 진단(Z병에 걸렸다는 진단) : 10명×0.11명

∙실제로 Z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90명

- 오진(Z병에 걸렸다는 진단) : 90명×0.981명

- 정확한 진단(Z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 

: 90명×0.19명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9918

명이고, 이때 오진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받은 사람은 9명

이므로 A가 검사 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았을 때 

오진이 아닐 확률은 


×10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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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답 ②

모든 일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엇이든지 빠르게 처리하려는 한국의 ‘빨
리빨리’ 문화는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②와 가장 관련이 있다.

오답분석

①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속으로는 가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만류하는 체한다

는 뜻으로, 속생각은 전혀 다르면서도 말로만 그럴듯

하게 인사치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한마디 말을 듣고도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알아낼 

정도로 매우 총기가 있다는 말

⑤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정답 ④

K주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2시에 예정된 팀

장 회의 일정을 P팀장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

로 내일 진행될 언론홍보팀과의 회의 일정에 대한 답변을 

오늘 내로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먼저 익일 업

무 일정을 확인 후 회의 일정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야 한

다. 이후 회의 전에 미리 숙지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는 것

이 적절하다. 따라서 K주임은 ④의 순서로 업무를 처리하

는 것이 가장 옳다.

28 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서는 UPS 사용 시 배터리를 일정 주기에 따

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배터리 교

체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분석

①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일관된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

이 높아짐에 따라 큰 손실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급

격한 전원 환경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UPS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UPS는 일종의 전원 저장소로, 

갑작스러운 전원 환경의 변화로부터 기업의 서버를 보

호한다.

③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UPS를 구매할 때는 용량을 고

려하여 필요 용량의 1.5배 정도의 UPS를 구입하는 것

이 적절하다.

29 정답 ②

2011~2018년 동안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

가한 해는 583.6530.053.6조 원인 2016년이다.

연도 가계대출 증가액

2011년 427.1403.523.6

2012년 437.5427.110.4

2013년 450437.512.5

2014년 486.445036.4

2015년 530486.443.6

2016년 583.653053.6

2017년 621.8583.638.2

2018년 640.6621.818.8

(단위 : 조 원)

오답분석

① 2012~2017년 주택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부동산담보대출보다 높지 않은 해는 2012년, 2013년, 

2017년이다.

③ 부동산담보대출이 세 번째로 많은 해는 2016년이며, 

이때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의 


×100≒

72.2%이다.

④ 2018년 주택담보대출의 2016년 대비 증가율은 




×100≒7.9%이고, 기업대출 증가율은 




×100≒8.3%이므로 기업대출 증가

율이 더 높다.

⑤ 2015년 은행대출의 2010년 대비 증가율은 




×100




×100≒3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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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⑤

다섯 명 중 단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C와 D 

중 한 명은 반드시 거짓을 말하고 있다. 

1) C의 진술이 거짓일 경우

B와 C의 말이 모두 거짓이 되므로 한 명만 거짓말을 하

고 있다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2) D의 진술이 거짓일 경우

구분 A B C D E

출장지역 잠실 여의도 강남

이때, B는 상암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A의 진술에 

따라 상암으로 출장을 가는 사람은 E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는 항상 거짓이 된다.

31 정답 ③

직전 시험에 감독으로 파견된 사람은 다음 시험에 감독관

을 할 수 없으므로 10월 19일에 가능한 감독관 인원은 총 

인원에서 10월 12일에 파견된 인원을 빼면 된다. 따라서 

19일에 감독관으로 가능한 최대 인원은 (3581,103

676)(244846)2,1371182,019명이다.

32 정답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의 메달 및 상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총 개수(개) 40 31 15

개당 점수

(점)

3,200÷40

80

2,170÷31

70

900÷15

60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개수(개) 41 26 56

개당 점수

(점)

1,640÷41

40

780÷26

30

1,120÷56

20

따라서 합계를 모든 지역의 총 개수로 나누면 금메달은 

8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60점임을 알 수 있다.

오답분석

② 경상도가 획득한 메달 및 상의 총 개수는 4812

24개이며, 가장 많이 메달 및 상을 획득한 지역은 13

12236개인 경기도이다.

③ 자료를 참고하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이 아

닌 장려상이 56개로 가장 많다.

④ 울산에서 획득한 총점은 (3×80)(7×30)(18×20)

810점이다.

⑤ 장려상을 획득한 지역은 대구, 울산, 경기도이며, 세 

지역 중 금⋅은⋅동메달 총 개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금메달만 2개인 대구이다. 

33 정답 ④

다섯 번째 조건에 따라 C항공사는 제일 앞번호인 1번 부

스에 위치하며, 세 번째 조건에 따라 G면세점과 H면세점

은 양 끝에 위치한다. 이때 네 번째 조건에서 H면세점 반

대편에는 E여행사가 위치한다고 하였으므로 5번 부스에

는 H면세점이 올 수 없다. 따라서 5번 부스에는 G면세점

이 위치한다. 또한 첫 번째 조건에 따라 같은 종류의 업체

는 같은 라인에 위치할 수 없으므로 H면세점은 G면세점

과 다른 라인인 4번 부스에 위치하고, 4번 부스 반대편인 

8번 부스에는 E여행사가, 4번 부스 바로 옆인 3번 부스에

는 F여행사가 위치한다. 나머지 <조건>에 따라 부스의 위

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우 1

C항공사 A호텔 F여행사 H면세점

복도

G면세점 B호텔 D항공사 E여행사

2) 경우 2

C항공사 B호텔 F여행사 H면세점

복도

G면세점 A호텔 D항공사 E여행사

따라서 항상 참이 되는 것은 ④이다.

34 정답 ②

훈련시간은 훈련실시신고 변경 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변

경예정일과 관계없이 승인요청이나 신고를 통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오답분석

①⋅④ 변경예정일 4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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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답 ⑤

2개 이상의 능력단위를 1개의 능력단위로 통합하는 것은 

NCS 개선의 ‘능력단위 통합⋅분할’ 유형에 해당된다.

36 정답 ④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률(率)’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서는 ‘이자율, 회전율’처럼 ‘율’로 적고, 그 이외의 받침 뒤

에서는 ‘능률, 합격률’처럼 ‘률’로 적는다. 따라서 ‘수익률’
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분석

① 추계(推計)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재정 추계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일을 말한다.

② 그간(-間) : ‘조금 멀어진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

의 비교적 짧은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닌 한 단어이다.

③ 전제(前提)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옳은 표기이다.

37 정답 ④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구

분할 수 있다. 

㉠ 영리조직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 비영리조직 :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목

적으로 하는 조직

38 정답 ④

업사이클이란 개선한다는 의미의 업그레이드(Upgrade)

와 재활용(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진 물건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활동

을 의미한다. 쓰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옷 물려 입기는 재

활용(Recycle)에 해당한다.

오답분석

① 운영을 중단한 철도역을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공간 업사이클의 대표적 사례이다.

39 정답 ④

맥킨지의 3S 기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덜 상하게 

하면서 거절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다.

맥킨지의 3S 기법

∙Situation(Empathy) :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

음을 표현하고, 공감을 형성한다.

∙Sorry(Sincere) : 거절에 대한 유감과 거절할 수밖에 없

는 이유를 솔직하게 표현한다.

∙Suggest(Substitute) :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새로

운 대안을 역으로 제안한다. 

오답분석

① Sorry(Sincere)

②⋅③ Suggest(Substitute)

40 정답 ④

B의 1년 예금 이자는 1,200,000×0.0067,200원이다. 

월 10만 원 불입, 연이자율 2% 단리로 개월에 따른 적금 

이자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후 : 100,000×

×
×


≒167원 

∙ 2개월 후 : 100,000×

×
×


≒500원 

∙ 3개월 후 : 100,000×

×
×


≒1,000원 

∙ 4개월 후 : 100,000×

×
×


≒1,667원 

                    ⋮

∙ 8개월 후 : 100,000×

×
×


≒6,000원 

∙ 9개월 후 : 100,000×

×
×


≒7,500원 

                    ⋮

∙ 12개월 후 : 100,000×

×
×


≒13,000원

따라서 9개월 후 A의 단리적금 이자가 B의 예금 이자보다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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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답 ③

∙간헐적(間歇的) :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

하여 일어나는

∙이따금 :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

오답분석

① 근근이 : 어렵사리 겨우

② 자못 : 생각보다 매우

④ 빈번히 : 번거로울 정도로 도수(度數)가 잦게

⑤ 흔히 :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게

42 정답 ③

엘리베이터의 적재용량이 305kg이고, H사원이 타기 전 

60kg의 J사원이 80kg의 사무용품을 싣고 탑승한 상태이

기 때문에 남은 적재용량은 305140165kg이다. H사

원의 몸무게가 50kg이므로 16550115kg의 A4용지를 

실을 수 있다. A4용지 한 박스는 10kg이므로 115÷10

11.5, 따라서 11박스의 A4용지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43 정답 ⑤

전화를 처음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에 대한 특허를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라) 문단

이 첫 번째 문단으로 적절하며, 다음으로 벨이 특허를 받

은 뒤 치열한 소송전이 이어졌다는 (다) 문단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벨은 그레이와의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마침내 전화기의 발명자는 벨이라는 판결이 났다

는 (나) 문단과 지금도 벨의 전화 시스템이 세계 통신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가) 문단이 차례로 오는 것이 적절

하다.

44 정답 ①

누가 먼저 전화를 발명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소송이 있었

지만, (나) 문단의 1887년 전화의 최초 발명자는 벨이라는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전화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벨

임을 알 수 있다. 

오답분석

② 벨과 그레이는 1876년 2월 14일 같은 날에 특허를 신청

했으며, 누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③ 무치는 1871년 전화에 대한 임시특허만 신청하였을 

뿐, 정식 특허로 신청하지 못하였다. 

④ 벨이 만들어낸 전화 시스템은 현재 세계 통신망에 뿌

리를 내리고 있다.

⑤ 소송 결과 그레이가 전화의 가능성을 처음 인지하긴 

하였으나, 전화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45 정답 ⑤

각 사진별로 개수에 따른 총 용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반명함 : 150×8,0001,200,000KB

∙신분증 : 180×6,0001,080,000KB

∙여권 : 200×7,5001,500,000KB

∙단체사진 : 250×5,0001,250,000KB

사진 용량 단위 KB를 MB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반명함 : 1,200,000KB÷1,000Kb/MB1,200MB

∙신분증 : 1,080,000KB÷1,000Kb/MB1,080MB

∙여권 : 1,500,000KB÷1,000Kb/MB1,500MB

∙단체사진 : 1,250,000KB÷1,000Kb/MB1,250MB

따라서 모든 사진의 총 용량을 더하면 1,2001,080

1,5001,2505,030MB이고, 5,030MB는 5.03GB이므

로 필요한 USB 최소 용량은 5GB이다.

46 정답 ④

경청의 5단계

㉠ 무시(0%)

㉡ 듣는 척하기(30%)

㉢ 선택적 듣기(50%)

㉣ 적극적 듣기(70%)

㉤ 공감적 듣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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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답 ④

ㄴ. BCG 매트릭스는 시장성장율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사업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다.

ㄹ. GE&맥킨지 매트릭스의 산업매력도는 시장규모, 시

장 잠재력, 경쟁구조, 재무⋅경제⋅사회⋅정치 요인

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ㅁ. GE&맥킨지 매트릭스는 반영 요소가 지나치게 단순

하다는 BCG 매트릭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오답분석

ㄱ. BCG 매트릭스는 미국의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개발한 

사업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이다.

ㄷ. GE&맥킨지 매트릭스는 산업매력도와 사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형태를 9개 영역으로 나타낸다.

48 정답 ②

기사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

된 이후 공급의무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력의 신재

생에너지 보전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

고 있으므로 ②가 기사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분석

①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보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만 있을 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이미 2012년부

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부담이 증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기사의 중심내용으로는 적

절하지 않다.

④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 제도를 도입했을 뿐, 전력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49 정답 ③

A금속과 B금속의 질량을 , g이라 가정하자. (AB)합

금의 실제질량과 물속에서의 질량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

면 다음과 같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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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을 연립하면 25, 33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합금에 포함된 A금속의 질량은 25g이다.

50 정답 ④

층마다 높이는 동일하므로 건물의 한 층 높이는 24÷8

3m이다. 옥상의 넓이는 17×10170m이고, 7~8층의 

4개의 면 넓이는 [(10×3×2)(17×3×2)]×2162×2

324m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은 (170

324)×30494×3014,820만 원이다.



모바일로 준비하는 채용 면접

기업, 취업준비생 모두를 위한 평가 솔루션 윈시대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w w w . s d e d u . c o . k r / w i n s i d a e r o

AI면접
이젠,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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