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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은행에서 원화를 12만엔으로 환전하려고 한다. 이때, 환전수수료 80% 우대쿠폰이 있다면 지불해야 할 환전수수료는 얼

마인가?  

 

통화 통화명 매매기준율 살때(BUY) 팔때(SELL) 

USD 미국 달러 1,128원 1,139원 1,117원 

JPY 일본 100엔 929원 949원 920원 

☞ 환전수수료 = 살때의 가격 – 매매기준율 

   환전수수료 = 매매기준율 – 팔때의 가격 

 

① 4,800원  ② 9,600원  ③ 12,000원  ④ 19,200원 ⑤ 24,000원 

 

 

 

 

Q사는 열차 노선 별로 20~50% 할인한 특별 승차권을 판매 중이다. 승차권 예매 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수수료가 무료이

지만, 예매 다음날부터 열차 출발 1일 이전까지 20%, 당일 출발 시각 전까지 30%, 열차 출발 이후 70%의 취소, 반환 수

수료가 발생한다. 정대리는 지방 출장을 위해 할인율이 40%인 특별 승차권을 예매했다. 출장 당일 일정 취소로 열차 출발 

시각 이전에 예매를 취소하였고, 정대리가 반환금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4,700원이었다. 정대리가 구매했던 승차권의 

특별 할인 이전 금액은 얼마인가? 

 

① 52,500원 ② 45,000원 ③ 43,750원 ④ 36,750원 ⑤ 35,000원 

 

 

 

 

작년 한 해 업무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A, B, C, D 네 명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성과급은 A 

직원부터 D 직원까지 직원까지 차례로 지급되었다고 할 때, 네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 A 직원은 성과급 총액의 1/3보다 20 만 원을 더 받았다. 

� B 직원은 A 직원이 받고 남은 성과급의 1/2보다 10 만 원을 더 받았다. 

� C 직원은 B 직원이 받고 남은 성과급의 1/3보다 60 만 원을 더 받았다. 

� D 직원은 C 직원이 받고 남은 성과급의 1/2보다 70 만 원을 더 받았다. 

 

①860만 원 ②900만 원 ③940만 원 ④960만 원 ⑤1,020만 원 

 

 

  

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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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출장비 규정은 아래와 같다. 회사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다녀오는데, 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아 평균 

6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였고, 회사로 복귀 시 최초 60km까지는 평균 6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는데,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절반의 속력으로 남은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 사람이 청구해야 할 출장비는 얼마인가? 

 

<출장비 규정> 

출장비=기본 출장비+기름값 

기본 출장비=총 걸린 시간×14,000원 

기름값=2,000원/L 

비가 오지 않을 때, 연비=16km/L 

비가 올 때, 연비=10km/L 

 

① 46,000원   ② 54,000원   ③ 64,000원   ④ 84,000원    ⑤ 92,000원 

 

 

 

 

OO기업 영업 부서 야유회에서는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철봉에 오래 매달라기 시합을 하였다. 각 팀별 기록에 대한 정보

가 다음과 같을 때, A팀 4번 선수와 B팀 2번 선수 기록의 평균은 얼마인가? 

 

팀별 철봉 오래 매달리기 기록 

구분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4번 선수 5번 선수 

A팀 32 46 42 (   ) 42 

B팀 48 (   ) 36 53 55 

C팀 51 30 46 45 53 

D팀 36 50 40 52 42 

* C팀의 평균은 A팀보다 3초 길다. 

* D팀의 평균은 B팀보다 2초 짧다. 

 

① 39초  ② 40초  ③ 41초  ④ 42초  ⑤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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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3년 ‘갑’국의 식품 수입액 및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상대국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표> 2013년 ‘갑’국의 식품 수입액 및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 상대국 현황    

(단위: 조 원, 건, %) 

수입액 수입건수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건수 점유율 

1 중국 3.39 21.06 1 중국 104,487 32.06 

2 미국 3.14 19.51 2 미국 55,980 17.17 

3 호주 1.10 6.83 3 일본 15,884 4.87 

4 브라질 0.73 4.54 4 프랑스 15,883 4.87 

5 태국 0.55 3.42 5 이탈리아 15,143 4.65 

6 베트남 0.50 3.11 6 태국 12,075 3.70 

7 필리핀 0.42 2.61 7 독일 11,699 3.59 

8 말레이시아 0.36 2.24 8 베트남 10,558 3.24 

9 영국 0.34 2.11 9 영국 7,595 2.33 

10 일본 0.17 1.06 10 필리핀 7,126 2.19 

- 기타국가 5.40 33.53 - 기타국가 69,517 21.33 

 

① 식품의 총 수입액은 17조원 이상이다. 

 

② 수입액 상위 10개 수입상대국의 식품 수입액 합이 전체 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③ 식품 수입액 상위 10개 수입상대국과 식품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상대국에 모두 속하는 국가 수는 6개이다. 

 

④ 식품 수입건수당 식품 수입액은 중국이 미국보다 크다. 

 

⑤ 중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건수는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 상대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건수 합의 45%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