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맨 앞 '최신 관광정책을 바탕으로 한 출제경향 100선' 내용 중
10쪽 32번 내용 중 '전남 임실'을, '전북 임실'로 수정
14쪽 76번 양평 '세민원'을, '양평 세미원'으로 수정

< 관광국사 >
수정 전

수정

후

28쪽 13번 문제 2번 선지
'단궁(짧은 활)'

'단궁'

32쪽 3번문제 해설
'발해 문왕 - 태흥'

' 발해문왕 - 대흥'

33쪽 6번 문제 4번 선지
'한성 함락'

'한성 함락 당함'

44쪽 29번 문제 2번 선지
‘(무령왕릉, 6호분)’

‘(무령왕릉, 6호분)’을 모두 삭제

58쪽 7번 문제 1번 선지
'응양군과 옹호군으로..'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59쪽 9번 문제 3번 선지
'...망이 망소이의 난이다'

'...망이 망소이의 난을 말한다'

67쪽 25번 문제 2번 선지
..친촉....

...친족....

67쪽 27번 문제 4번 선지
천사수모법.... 일즉즉천

천자수모법.... 일천즉천

68쪽 29번 문제 해설 중
.. 고려 중기에는 7대실록..

....고려 전기에는 7대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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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쪽 30번 문제 해설 중
...해동고승전은 교종의 화엄종의....

....해동고승전은 교종인 화엄종의....

71쪽 35번 문제 2번 선지
... 안변의 석왕상...

...안변의 석왕사....

79쪽 7번 문제
... 수려이 행정권....

...수령이 행정권....

85쪽 18번 문제 해설
'주요사건 시대벌 순서'

'주요사건 시대별 순서'

'독도에서 일본을 좇아냄'

'독도에서 일본을 쫓아냄'

'강제퇴위 군대해산, 신민회..'

'...강제퇴위/군대해산/신민회..'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

'...조선일보/동아일보 창간..

86쪽 19번 문제 선지 4번
....16세기의 토지제도...

....16세기부터 토지제도...

88쪽 23번 문제 선지 1번
'모내기법이라도 하는데...'

'모내기법이라고도 하는데...'

89쪽 25번 문제 해설
'...태어난 식은..'

'...태어난 자식은...'

92쪽 32번 해답
1번.

1번과 3번

93쪽 34번 해설
'...중종에게 건의하여'.

'...명종에게 건의하여'

96쪽 6번 해설
'이인좌가 밀양군 탄을...'

'...이인좌가 밀풍군 탄을...'

98쪽 9번 문제 2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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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작반수제는 타조법이다.'

'..이는 병작반수제이다'

100쪽 14번 문제 해설
'조선후기인 20세기 전후에는...'

'17세기 이후에는...'

102쪽 하단 18번 문제 2번 선지
'박지원 박제가'

'박지원, 박제가'

105쪽 23번 문제 선지3번
' 유형원의 규전론'

'유형원의 균전론'

105쪽 24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구수락법주사 팔상전'
'발해고요계관방도'

'구수락, 법주사 팔상전'
'발해고, 요계관방도'

'동국여지도택리지'
'청장관전서역학도해'
'이수신편논산 쌍계사'

'동국여지도, 택리지'
'청장관전서, 역학도해'
'이수신편, 논산 쌍계사'

'금석과안록청구도'

'금석과안록, 청구도'

'대동지지임원경제지'

'대동지지, 임원경제지'

'의기집설동의수세보원'

'의기집설, 동의수세보원'

'경회루실학적 화풍'

'경회루, 실학적 화풍...'

106쪽 25번 문제 2번 선지
'...강조할 생산과...'

'...강조하여 생산과...'

106쪽 26번 문제 1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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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벌운동과 부당정치..'

'북벌운동과 붕당정치..'

106쪽 28번 문제 해설
'..정관헌은 덕수궁에...'

'...정관헌, 대한문은 덕수궁에..'

118쪽 19번 문제 해설
...반봉건반제국주의를...

'반봉건 및 반제국주의를..'

119쪽 22번 문제 3번 선지
'...내각제도 실시했다는..'

'내각제도를 실시했다는...'

128쪽 38번 문제 질문
'38 구한말의 문예...'

'38 조선 말 및 구한말의 문예...'

135쪽 11번 문제 1번 선지
'..상하이에서는 한성정부가..'

'연해주에서는 한성정부가...'

141쪽 19번 문제 해설
'...만보산에서 일본의 한국과...'

'...만보산에서 일본이 한국과...'

141쪽 20번 문제 4번 선지
'대한인 국민의회...'

'대한 국민의회...'

151쪽 39번 문제 1번 선지
'...비판을 듣기도 한다'

'...비판을 받았다.'

160쪽 8번 문제 해설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

'소극적 태도와 친일세력...'

162쪽 10번 문제 3번 선지
'발췌개헌은대통령...'

'발췌개헌은 대통령...'

167쪽 18번 해답
4번

1번과 4번.

168쪽 21번 문제 2번 선지와 해설 모두 '대통령 직선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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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개헌 : 대통령직선제, 초대...'

'제3차 개헌 : 초대...‘

< 관광자원해설 >
수정 전

수정 후

185쪽 7번 해설
청간정(간성)

청간정(강원도 고성)

월송정(평해)

월송정(울진)
경포대(강릉)

199쪽 30번 문제 해답 2개
답 : 1번.

답 : 1번. 4번

200쪽 31번 문제 해설
‘제주도의 용담동굴, 쌍룡굴...’

‘용소동굴에 대한 설명이다. 제주도의
용담동굴, 쌍룡굴..’

202쪽 37번 문제 해설
‘... 가마미, 송이도완도군...’

‘...가마미, 송이도 / 완도군...’

204쪽 39번 문제 정답이 2개
2번, 3번
(2번의 유성은 대전광역시라 충남은 아닙니다)

207쪽 1번 문제 1번 선지
‘국보 제2호 – 서울 숭례문’

‘국보 제3호 – 서울 숭례문’
* 국보 제3호가 숭례문이라는 의미가 아
닙니다.

207쪽 1번 정답이 2개
2번, 3번

210쪽 6번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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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 판소리 이하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까지
‘중요민속문화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수정
212쪽 9번 문제 해설 중
중요한 국보지정 목록에서
‘금관 및 금제관식 : 국보 제21호’

‘금관 및 금제관식’ : 국보 제87호

‘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국보 제83호’

‘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국보 제78호
및

제83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118호’
212쪽 9번 문제 해설 중
최근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에
추가내용

보물 제1901호 : 조선왕조의궤

215쪽 15번 문제 해설 중
‘문무백과 12개...’

‘문무백관 12개...’

217쪽 17번 문제 2번 선지
‘하급관리나 현직관리가 아닌...’

‘대체로 하급관리나 현직 고위관리가 아닌..’

224쪽 30번 문제
‘최근

유네스코

셰계유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226쪽 36번 문제 3번 선지 및 해설
‘ 강희안의 고사관수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 16세기에는 강희안의 그림...’

‘... 16세기에는 이상좌의 그림...’

233쪽 48번 문제 2번 선지 및 해설
‘...비로나자불...’

‘...비로자나불...’

234쪽 49번 문제 해설 중
‘부위자강 이하 붕우유신’까지
각 용어 앞에 있는 ‘ . ’ 을 지울 것.
235쪽 52번 문제 1번 선지 및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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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청 : 제사를 지내는 곳’

‘전사청 : 제사를 지내는 관청’

‘- 향교는 고려 이후 설립되었고...’

‘ - 향교는 고려 때 이미 있었고...’

243쪽 64번 해설
‘④은 고려..’

‘④는 고려...’

246쪽 69번 문제 해답 틀림
3번이 아니라 4번이 해답

248쪽 71번 문제 4번 선지 및 해설
‘1층은 주심포, 2층 이상은 다포양식으로 조선 유일의...’

이 지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주세요.
‘팔상전은 주심포와 다포양식이 공존하는 조선 후기 유일의...‘

249쪽 72번 문제
- 질문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오’ 로 수정하고
- 2번의 내용을 아래와 고치면 답은 그대로 4번입니다
- 서울의 4소문은 혜화문(←홍화문), 소의문(소덕문), 광희문(수구문, 시구문), 창의문
이다
264쪽 92번 문제 해설
향토음식 중
‘충청도 : 아욱구’

‘충청도 : 아욱국’

265쪽 94번 문제 해설
...들 수 있으며시도 무형..‘

’..들 수 있으며, 시도 무형...‘

266쪽 96번 문제 3번 선지
‘...수입된 음악아악은...’

‘수입된 음악, 아악은...’

268쪽 99번 해답 2개로 수정
답 :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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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쪽 103번 문제 2번 선지
‘...4가지을 이용한...’

‘...4가지를 이용한...’

272쪽 105번 문제 선지
‘...석전대제는 매년 (

)에’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

)에’

272쪽 106번 문제 선지
‘...음복례 및 망예’

‘...음복례 및 망례...’

283쪽 3번 문제 4번 선지 및 해설
‘발표젓갈’

‘발효 젓갈’

288쪽 7번 문제 해설
‘...역사문화탐방, 도두 오래물 축제)’

‘...역사문화탐방), 도두 오래물 축제’

289쪽 8번 문제 해설
‘...사망군인 애도비석’

‘...사망군견 애도비석’

294쪽 1번 문제 해설에 추가내용
2017년 슬로시티에 충남 태안군, 경북 영양군의 가입이 확정되었다.
298쪽 7번 문제 1번 선지
‘완도의 구계동’

‘완도의 구계등’

< 관광학개론 >
수정 전

수정 후

302쪽 4번 문제 3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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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나누어 별적...

.. 등으로 나누어 개별적...

304쪽 7번 문제 2번 선지
...얻는 이다....

... 얻는 행위이다.

309쪽 17번 문제 해답 2개
해답 : 3번과 4번

311쪽 20번 문제 2번 선지
... 동기로 구McIntosh(매킨토시)분한다.

..동기로 구분한다.

315쪽 26번 문제 해설
‘...(Guest house) : 외국인을...’

‘...(Guest house) : 주로 외국인을...’

318쪽 32번 문제 4번 선지
‘Treking’

‘Trekking’

324쪽 1번 문제 중
한시적으로 2016년 7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자본금이 2016년 7월 1일부터

324쪽 2번 문제 4번 선지
관광순환관광업... 한옥체엄업...

관광순환버스업, 한옥체험업.

326쪽 4번 문제 3번 선지, 5번 문제 4번 선지
텀블힝형

텀블링형

단체여향

단체여행

334쪽 8번 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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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또(shateau)

샤또(chateau)

339쪽 17번 문제
...올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355쪽 2번 해설 중
‘롯데 월드타워(2016년 4월개장)’

‘롯데 월드타워(2017년 4월개장)

358쪽 7번 문제 2번 선지
‘다아스’

‘다이스’

360쪽 9번 문제
‘제주특별......특별법 제172조’

‘제주특별....특별법 제243조’

‘경제자유구역....관한 법’

‘경제자유구역...관한 특별법’

370쪽 5번 해설
‘PrOduction’

‘Production’

371쪽 6번 문제 2번 선지
‘마케팅 시장 세분화의 요건으로’

‘마케팅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371쪽 6번 문제 해설 추가내용
2번은 시장 세분화의 전제요건이다.
378쪽 17번 문제 해설 추가내용
2017년-2018년 : 한영상호교류의 해
389쪽 35번 문제 3번 선지와 해설
‘...체인과 시원사업은...’

‘...체인과 지원사업은...’

389쪽 37번 문제 2번 선지
‘...독자상품만으로 만들기 쉽다.’

‘독자상품만으로 상품을 만들기 쉽다.

< 관광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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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397쪽 3번 문제
‘...내용을 바로 아래 용어들로 적절하게...’

‘....내용을 적절하게 .....’

406쪽 7번 문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407쪽 9번 문제 2번 및 4번 선지
‘...회의에 출석한...’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연체이자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 위원회의..’

410쪽 13번 3번 및 4번 선지 및 해설
‘기금수입징수관관과’
...항만공사 및 '항공법'에 따른...
... 항만공사 및 '항공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과’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412쪽 1번 3번 선지
...육성 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육성 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417쪽 10번 문제
‘문화체육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21쪽 16번 3번 선지 및 해설
..물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는 것은 내년인 2018년 1월 18일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법률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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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번 25번 문제
‘2. 30명 이상의...중소회의실이 (마)’

‘2. 30명 이상의...중소회의실 (바)’

430쪽 15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16조(재정지원)

435쪽 3번 문제 해답
1번 설치등기가 아니라 2번 설립등기이다.
447쪽 10번 문제 1번 선지
(가)

(나)

(가)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관광숙박업

(나)
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

448쪽 12번 문제 답 틀림
해답은 3번이 아니라 1번
455쪽 26번 해설
‘관광진흥법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455쪽 27번 문제 2번 선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58쪽 33번 문제 1번 및 3번 선지
(가)

(나)

(가)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시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

460쪽 35번 답 틀림
1번이 아니라 답은 3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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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462쪽 39번 문제
‘...장관은 인증을...’

‘..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을...’

466쪽 46번 문제 4번 선지
‘....지정면적의 30/100 이내의...’

‘...지정면적의 20/100 이내의...’

470쪽 55번 문제 3번 선지
‘임야농지공업용지.....직접적인 관련싱..‘

’임야·농지·공업용지..직접적인 관련성...‘

475쪽 62번 문제
‘(1)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지...’

‘(1)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479쪽 4번 문제 4번 선지
‘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

480쪽 6번 문제 1,2번 선지
‘전문휴양시설’.

‘전문휴양업시설’

‘숙박시설’

‘숙박업 시설’

484쪽 13번 문제 해설
‘(1) 관광객 이용시설업 : 이용시설업’ 중 ‘이용시설업’ 삭제.
(2) 관광편의시설업 중 추가내용과 변경내용
추가 :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496쪽 32번 1번 선지 및 해설
1번 선지 수정사항 :
‘...회원을 모집 할 것.’

‘...회원을 모집 하지 아니할 것.’

해설의 수정사항 :
‘한개의 객실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5년에 삭제되었다.
2015년 변경 전에는 1번의 내용이 옳은 것이나 지금은 틀린 내용이다.
496쪽 33번 답 틀림
1번이 아니라 2번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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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쪽 35번 문제 4번 선지
‘...공유지 회원 권익에....필요가 없다’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
게 공개할 것’

508쪽 52번 문제와 3번 선지
‘국관광협회중앙회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2), (3), (5)’

‘ (1), (3), (5)’

514쪽 64번 1번 선지
조성계획 저촉여부... 자영경관..‘

’조성계획에 저촉여부...자연경관...‘

528쪽 2의 2의 설명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33쪽 6번 해답 틀림
4번이 아니라 3번이 답임
540쪽 20번 문제 4번 선지
‘(2), (4)’

‘(1), (4)’

545쪽 29번 문제
‘(4)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4) 호텔의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5)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5) 호텔의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547쪽 32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2017년 6월에 법령이 변경되어 미처 반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래 (

)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들의 합, 즉 (가) + (나)는 얼마인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
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가 )일
2.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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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
생한 경우 :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
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50일
② 120일
③ 90일
④ 60일
해답 : 1번. 가는 60일, 나는 90일이므로 150일이다.

551쪽 39번 문제 및 4번 선지
‘6. 객실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모두 삭제
4번 선지에 ‘6’ 삭제
558쪽 54번 문제 2번 선지를 모두 삭제 후 2번 선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하세요.
‘안전성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정기 또는 분기별 안전성 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60쪽 56번 문제 중
‘다만, 모노레일, 수륙양용관람차, 회전관람차, 회전그네, 회전비행기’를
‘다만, 미니기차, 로데오타기, 영상모험관, 붕붕뜀틀’ 로 변경.
561쪽 58번 문제 2번 선지 중 ‘6개월 이내’를 삭제
572쪽 74번 문제 중
‘(100분의 50)’을 ‘(

)’ 으로 수정

574쪽 77번 문제 해설
‘...3의2, 5의2 경우만 각각...’

‘...3의2, 5의2 경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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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쪽 2번 문제 1번 선지
‘의료관광호텔, 소형호텔업’ 중 ‘소형호텔업’ 삭제
575쪽 2번 문제 해설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 요구 한다‘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 30실 미만‘을
요구한다.

576쪽 5번 문제 3번 선지
‘종합휴양업’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

578쪽 9번 문제
‘(가)m 이상‘

’(가)제곱미터 이상‘

579쪽 13번 문제 해답 틀림
2번이 아니라 3번이 해답
579쪽 14번 문제
‘(가)m 이상의 ..... (나)m 이상...’

‘(가)제곱미터 이상의 ..... (나)제곱미터 이상...’

584쪽 22번 모든 선지 띄어쓰기
‘...400외국인...’

‘...400

외국인...’

‘...300외국인...’

‘...300

외국인...’

‘...200외국인...’

‘...200

외국인...’

‘...500외국인...’

‘...500

외국인...’

589쪽 32번 해설에 추가할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592쪽 37번 문제 2번 선지
‘필기시험을 면제한’

‘필기시험을 면제’

596쪽 44번 문제 및 1번 선지
‘관광단지의 구분기준...’

‘관광단지 · 관광지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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