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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회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

더블린 (아일랜드), 2017 년 7 월 31 일–8 월 4 일
단체전 문제 해답

AA awan hujan 84 🌧 비구름
AB barat 7 ← 서쪽
AC barat daya 19 ↙ 남서쪽
AD barat laut 13 ↖ 북서쪽
AE berdansa 15 🕺 춤 (추다)
AF berenang 85 🏊 수영 (하다)
AG berhenti 62 ✋ 정지 (하다)
AH berjalan 36 🚶 보행 (하다)
AI berputar-putar 34 🌀 회전 (하다)
AJ bola dunia dengan garis meridian 47 🌐 자오선이 그려진 지구
AK bola tangan 48 🤾 핸드볼
AL buku merah tertutup 50 📕 덮여 있는 빨간 책
AM buku terbuka 49 📖 열린 책
AN daur ulang 51 ♻  재활용
AO di bawah delapan belas tahun dilarang 35 🔞 십팔금 (18 세 미만 금지)
AP dilarang 30 🚫 금지
AQ dilarang masuk 25 ⛔ 진입 금지
AR dilarang merokok 33 🚭 흡연 금지
AS dilarang putar balik 45 유턴 금지
AT dua mata 2 👀 눈 (目) 두 개
AU garis bergelombang 4 〰 물결표
AV gembok terbuka 52 🔓 열린 자물쇠
AW gembok terkunci dengan kunci 53 🔐 닫힌 자물쇠와 열쇠
AX hati hitam 67 💙 검은 하트
AY hati yang berdebar-debar 46 💓 두근거리는 하트
AZ hati yang terpanah cinta 57 💘 사랑의 화살에 꽂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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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isyarat kemenangan 82 ✌ 승리 표시
BB isyarat oke 78 👌 오케이 표시
BC isyarat tidak 74 🙅 엑스 표시
BD jabat tangan 56 🤝 악수
BE jam delapan 44 🕗 여덟 시
BF jam dua belas tiga puluh menit 9 🕧 열두 시 삼십 분

(열두 시 반)
BG jam pasir 22 ⌛ 모래 시계
BH jam sebelas 6 🕚 열 한 시
BI jam sepuluh 3 🕙 열 시
BJ jam tangan 54 ⌚ 손목 시계
BK jam tiga 41 🕒 세 시
BL jejak hewan 58 🐾 동물의 (발) 자국
BM jejak kaki 8 👣 (사람의) 발자국
BN juara ketiga 28 🥉 삼 등
BO kaca pembesar 32 🔍 확대경
BP kacamata 5 👓 안경
BQ kepala berbicara 70 🗣 말하고 있는 머리
BR kereta bawah tanah 87 🚇 지하철 (문자 그대로 “지하의 열차”)
BS kotak hitam 31 ⬛ 검은 사각형
BT kotak masuk 23 📥 받은편지함
BU kotak surat 1 📮 우편함
BV kotak-kotak 43 🏁 체크 무늬
BW kue 42 🍰 케이크
BX kue ulang tahun 37 🎂 생일 케이크
BY lingkaran biru 68 🔵 파란 원
BZ lingkaran hitam 11 y 검은 원
CA lingkaran merah 38 🔴 빨간 원
CB mata-mata 12 🕵 탐정; 간첩 (문자 그대로 “눈 (目)(복수)”)
CC medali perunggu 28 🥉 동메달
CD payung dengan tetesan hujan 86 ☔ 빗방울이 있는 우산
CE payung di tanah 83 ⛱ 땅에 꽂힌 파라솔/우산
CF pejalan kaki dilarang masuk 39 🚷 보행자 출입 금지



제 15 회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 (2017).
단체전 문제 해답

3

CG penggaris 17 📏 자
CH penggaris segitiga 20 📐 삼각자
CI perahu 55 🛶 배
CJ perahu cepat 75 🚤 모터보트 (문자 그대로 “빠른 배”)
CK peta dunia 60 🗺 세계 지도
CL segitiga hitam 40 ▶ 검은 삼각형
CM surat cinta 14 💌 연애 편지
CN tanda panah kanan 10 → 우향향 화살표
CO tanda panah kanan atas 16 ↗ 우향위향 화살표
CP tanda panah kebalikan arah

jarum jam
26 🔄 반시계 방향 화살표

CQ tanda panah kiri 7 ← 좌향향 화살표
CR tanda panah kiri atas 13 ↖ 좌향위향 화살표
CS tanda panah kiri bawah 19 ↙ 좌향아래향 화살표
CT tanda panah searah jarum jam 29 🔁 시계 방향 화살표
CU telapak tangan terbuka 61 🖐 열린 손바닥
CV telapak tangan terbuka den-

gan jari rapat
62 ✋ 손가락을 모은 열린 손바닥

CW tidak bicara 76 🙊 말하지 못함
CX tidak mendengar 69 🙉 듣지 못함
CY tidak terkunci 52 🔓 열려 있음
CZ timur 10 → 동쪽
DA timur laut 16 ↗ 북동쪽
DB tombol berhenti 63 ⏹ 정지 버튼
DC tombol maju cepat 72 ⏩ 빨리 감기 버튼
DD tombol mundur 71 ◀ 되감기 버튼
DE tombol mundur cepat 77 ⏪ 빨리 되감기 버튼
DF tombol putar 40 ▶ 재생 버튼
DG tombol ulangi 29 🔁 반복 재생 버튼
DH wajah berkacamata hitam 18 😎 어두운 안경을 낀 얼굴
DI wajah dengan mata ke atas 27 🙄 눈을 위로 굴리고 있는 얼굴
DJ wajah dengan mulut terbuka 64 😮 입을 벌린 얼굴
DK wajah dengan mulut tertutup

rapat
65 🤐 입을 꾹 다문 얼굴

DL wajah diperban di kepala 80 🤕 머리에 붕대를 감은 얼굴
DM wajah tanpa mulut 66 😶 입이 없는 얼굴
DN wajah terbalik 24 🙃 거꾸로 된 얼굴
DO wajah tersedu-sedu 21 😭 엉엉 우는 얼굴

payung tertutup 59 🌂 접힌 우산
hati biru 73 💙 파란 하트
kacamata hitam 79 🕶 어두운 안경
mulut 81 👄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