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10주년 장학퀴즈 문제지

내셔널리그 탐구 영역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답을 정확히 기입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정이 다르니, 시험지 아래 표시
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의 번호를
고르시오.
-내셔널리그는 올해로 ( )주년을 맞이했다.
① 5주년 ② 7주년 ③ 10주년 ④ 15주년
⑤ 20주년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내셔널리그의 공식
명칭은 [ ]한국실업축구연맹이다.
① 주식회사
② 사단법인
③ 공공기관
④ 비영리단체
3. 내셔널리그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리그, 선수권, 대통령배, 전국체전) 달성한
팀은?
① 고양KB국민은행
② 울산현대미포조선
③ 수원시청
④ 강릉시청
4. 내셔널리그 시상식 MVP 수상자 중 수
상 순서가 가장 빠른 사람은?
① 정재석
② 최정민
③ 이수길
④ 정석근

(5~7) 다음은 각 구단의 엠블럼이다. 아래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5. 축구센터를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팀
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나 -다
6. 위의 팀들 중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
한 경험이 있는 팀은?
①가
②나
③다
④라
7. 위 네 구단의 창단 순서를 올바르게 나
열한 것은?
① 가 -나 -라 -다
② 나 -라 -가 -다
③ 라 -나 -가 -다
④ 라 -가 -나 -다
(8~9) 다음은 구단 엠블럼 사진이다. 아래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8. 위의 팀들 중 올해 정규리그 개인 100
경기 출전을 달성한 선수가 없는 팀은?
①가
②나
③다
④라
9. 정규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한 팀끼리
올바르게 묶인 것을 고르시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10~12) 다음은 내셔널리그 14개 구단의
연고지를 표시한 지도이다. 아래 지도를 보
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팀의 연고지역을
고르시오.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팀으로,
1943년 창단되었다. 이 팀은 총 다섯 번의
개칭을 통해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전 국가대표 이을용 선수가 몸담았기도 했
던 이 팀은 어디일까요?

①가
②나
③아
④하
11. 다음 대화에서 공통되는 팀의 연고지역
의 기호를 쓰시오. (주관식)
병도: 이 팀의 홈경기 유니폼 색인 파랑색
은 팀 마스코트인 돌고래와 잘 어울려.
효기: 맞아.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란색 이여서 성남일화와 FA컵에서 만났
을 땐 옐로우 전쟁이라고도 했데.
민국: 이 팀은 FA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
기도 했어.
영기: FA컵뿐만 아니라 내셔널리그에서 총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강호 팀으로 자리
잡았지.
12.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팀 중 가장 젊은
감독이 부임하여 팀을 이끄는 곳은?
①마
②바
③사
④파
(13~22) 다음의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
리면 X를 표기하시오.
13. 2010년도 우승팀의 코치로써, 96 아틀
랜타 올림픽 대표팀 수비수로 활약한 선수
는 현 수원시청 조종화 코치이다. ( )
14. 2011년 내셔널리그 득점왕을 배출해낸
팀은 고양KB국민은행이다. ( )
15. 상무 팀이 과거 내셔널리그(K2리그)에
참가한 적이 있다. ( )
16. 천안시청 창단 초대감독은 하재훈 감독
이다. ( )
17. 내셔널리그 역사상 한 경기에서 최다
득점이 기록된 골수는 15골이다. ( )

18. 2004년 내셔널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는
현대자동차였다. ( )
19. 내셔널리그 최다 연승인 15연승을 기
록한 팀은 수원FC이다. ( )
20. 내셔널리그는 2008년에 처음으로 명예
기자를 선발했다. ( )
21. 용인시청의 정광석 감독은 1993년 K리
그 신인왕 출신이다. ( )
22. 2008년 플레이오프 4강전에는 수원시
청, 고양KB국민은행, 울산현대미포조선, 강
릉시청이 진출했다. ( )

팀 응원이 없어서 악플을 달았어.
④ 효린: 난 평소에 내셔널리그 경기를 챙
겨봐. 다양한 내셔널리그 공모전에 참가도
해.

23. 아래 사진을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27. 1943년 인천코레일의 창단 당시의 팀
명은?

(25~30)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 내셔널리그의 2010년 캠페인 이름은?
※ 힌트 – 드라마 꽃보다 남자
26. 2010년 내셔널축구선수권대회 우승팀
은?

28. 2012년 최다 관중수를 기록했던 10라
운드에서 충주험멜과 울산현대미포조선의
경기는 울산현대미포조선의 승리로 돌아갔
다. 이 날 15,000명의 관중 앞에서 결승골
을 넣은 선수의 이름은?
① 이 팀의 현재 지도자는 내셔널리그 정규
리그 최다승을 기록 중이다.
② 2005년 전기리그 우승 당시 사진이다.
③ 이 팀의 수비수 중 베스트 11을 4년 연
속 수상한 선수가 있다.
④ 사진 속의 인물들 중 내셔널리그에서 득
점왕을 수상했던 선수가 있다.
24. 내셔널리그 10주년을 기념해 각 팀의
팬들이 모여 이야기를 했다. 이들 중 내셔
널리그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한
사람은?
① 소유: 내셔널리그 경기장에 가면 신나!
그래서 경기장에 뛰어들었어.
② 보라: 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욕
을 해서 상대팀의 기를 눌러.
③ 다솜: 명예기자들이 올리는 기사에 우리

29. 다음은 내셔널리그 이천우 기자가 내셔
널리그 웹진 [N-ZINE] 2012년 6월호를
통해 작성한 기사 중 일부이다. 다음 빈칸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OOO은 10년 넘게 선수로서 팀에 헌신했
다. 지금은 지도자로 팀에 헌신하고 있다.
고양의 전설은 박물관에 있지 않다. 벤치에
지키고 있다. 가슴 속으로 새긴 팀이라 자
랑스럽게 말하고 선수들에게도 엠블럼의 가
치를 쉽게 말하는 OOO코치가. 이글을 다
읽은 독자들은 OOO이 고양의 전설임을 절
대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당연하게
도. OOO은 고양의 전설이다.]
30. 다음은 내셔널리그 김은별 기자가 N리포트에 작성한 2012년 7월 23일자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번 5-6월 통합 MVP는 올해 선정된 월
간 MVP 중 처음으로 수비포지션이 선정되
었다. 수상자 안산HFC의 수비수 OOO 선수
는 호남대를 졸업하고 안산HFC에서 3년차
수비수로 활동 중이며, 188cm의 큰 키를
이용해 제공권은 물론 몸싸움도 우수하여
안산의 끈끈한 수비를 이끌고 있다. 5-6월
에 열린 리그 5경기에도 모두 출장하여 ‘골
넣는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며 2골을 기록,
팀의 3승 1무 1패의 성적을 이끌어 냈다.
OOO 선수는 내셔널리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를 받으
며 팬들의 공감도 얻었다.]

* 문제항목 당 점수 배점
번 : 2점
3~ 12번 : 3점
13~ 23번 : 4점
24번 : 2점
25~ 28번 : 3점
29~ 30번 : 4점
1~ 2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12년 10주년 장
학퀴즈 내셔널리그 탐구영역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D
내셔널리그 10년의 정보가 쏙쏙 들어오셨
나요? 열심히 풀었다면 선물도 펑펑 쏟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팬과 함께하는 내셔널리그에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