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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SECTION 1

Question No.1 (Question Id - 10)
Given below are two statements. One is labeled as Assertion A and the other is labeled as
Reason R.

Assertion A :

The empirical approach is an evidence-based approach.

Reason R : 

It relies on direct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in the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A) Both A and R are true and R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orrect Answer)
 (B) Both A and R are true, but R is not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 A is true, but R is false
(D) A is false, but R is true 

Question No.2 (Question Id - 4)
Data collection is considered as :

 (A) Secondary 
(B) Tertiary 
(C) Primary (Correct Answer)
(D) None of these 

Question No.3 (Question Id - 6)
Conclusion in a research comes after :

 (A) Objectives of the study 
(B) Hypothesis of the study 
(C) Analysis of the study (Correct Answer)
(D) None of these 

Question No.4 (Question Id - 14)
Given below are two statements :

Statement I :

The null hypothesis always predicts that there will b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being studied.

Statement II :

The alternate hypothesis predicts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true (Correct Answer)
 (B)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false 

(C) Statement I is true and Statement II is false 



(D) Statement I is false but Statement II is true

Question No.5 (Question Id - 7)
Hypothesis consists of :

A.  Independent Variable

B.  Dependent Variable

C.  Control Variable

D.  Quantitative Variable

(A) A, B & D 
(B) A, B & C (Correct Answer)
(C) B, C & D 
(D) A, C & D 

Question No.6 (Question Id - 2)
A key feature of all hypotheses is that each must make a :

 (A) Analysis
(B) Evaluation 
(C) Conclusion 
(D) Prediction (Correct Answer)

 

Question No.7 (Question Id - 5)
Questionnaire is a research method used for :

 (A) Measurement technique 
(B) Data analysis technique
(C) Tool for data collection (Correct Answer)

 (D) Making conclusion 

Question No.8 (Question Id - 8)
Methodology consists of :

A.  What references will be used ?

B.  What the sample would comprise ?

C.  How primary research methods would be employed ?

D.  How variables will be used ?

(A) B & C (Correct Answer)
 (B) A & D 

(C) B & D 
(D) C & D

Question No.9 (Question Id - 12)
Given below are two statements. One is labeled as Assertion A and the other is labeled as
Reason R.

Assertion A :

Tourism in South Korea has been impacted due to the emergence of Corona virus.

Reason R :

Corona virus i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ourism is a dependent variable.



(A) Both A and R are true and R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orrect Answer)
 (B) Both A and R are true, but R is not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 A is true, but R is false 
(D) A is false, but R is true 

Question No.10 (Question Id - 9)
Given below are two statements. One is labeled as Assertion A and the other is labeled as
Reason R.

Assertion A :

The statement of the problem could be a descrip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r a gap in
scientific knowledge.

Reason R :

It explains the reasons why the study should be undertaken, how urgent or important it is,
and what contributions your research will make to your area of study.

(A) Both A and R are true and R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orrect Answer)
 (B) Both A and R are true, but R is not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 A is true, but R is false
(D) A is false, but R is true 

Question No.11 (Question Id - 3)
Choose the most incorrect answer.

The advantages of mail questionnaire are :

(A) Higher cost (Correct Answer)
 (B) Greater anonymity 

(C) Reduction in biasing error
(D) Accessibility 

Question No.12 (Question Id - 1)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
(A) Find the solution
(B) Find the conclusion 
(C) Identify the problem (Correct Answer)

 (D) None of these 

Question No.13 (Question Id - 11)
Given below are two statements :

Statement I :

Plagiarism means using someone’s ideas but not credit that person.

Statement II :

In spite of giving credit the source but use its exact words without using quotation marks or
block indentation could also come under plagiarism.

(A)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true (Correct Answer)
(B)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false 
(C) Statement I is true and Statement II is false 
(D) Statement I is false, but Statement II is true 



Question No.14 (Question Id - 13)
Given below are two statements :

Statement I :

“If people exercise for 30 minutes per day at least three days per week, then their
cholesterol levels will be reduced.”

Statement II :

The null hypothesis would predict that the exercise group and the no-exercise group will not
differ significantly on levels of cholesterol.

On the other hand the alternate hypothesis would predict that the two groups will differ
significantly on cholesterol levels.

(A)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true (Correct Answer)
 (B)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false

(C) Statement I is true and Statement II is false 
(D) Statement I is false, but Statement II is true 

Question No.15 (Question Id - 15)
Match List-I with List - II :

List - I List - II

(A) Hypotheses (I) uses interviews as well as analysis of
historical materials

(B) Quantitative
research   (II) must be consistent with prior evidence

(C) Qualitative
research (III) are the researcher’s attempt to explain the

phenomenon
(D) Theory (IV) uses numbers and statistical methods 

(A) (A) - (III), (B) - (IV), (C) - (I), (D) - (II) (Correct Answer)
 (B) (A) - (II), (B) - (I), (C) - (IV), (D) - (III)

(C) (A) - (III), (B) - (II), (C) - (IV), (D) - (I) 
(D) (A) - (II), (B) - (IV), (C) - (III), (D) - (I) 

SECTION 2 - SECTION 2

Question No.1 (Question Id - 43)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민중들이 즐기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노
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A) 전설 
(B) 민요 (Correct Answer)

 (C) 신화

(D) 설화 

Question No.2 (Question Id - 36)
다음에서 형태론적으로 결정된 변이 형태를 고르시오.

 (A) –로/으로
(B) –은/는 
(C) –와/과 
(D) –아/여 (Correct Answer)

 



Question No.3 (Question Id - 61)
신라의 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

 (A) 부산 
(B) 포항 
(C) 경주 (Correct Answer)
(D) 서울 

Question No.4 (Question Id - 85)
아래 두 개의 주장에대한 질문입니다.

주장I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율을 갖고 있다.

주장II :          대한민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목격하고 있다.

위 주장들과 관련해서 아래 주어진 선택사항들 중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

(A) 주장 I 과 주장 II 모두 사실이다. (Correct Answer)
 (B) 주장 I 과 주장 II 모두 거짓이다. 

(C) 주장 I 은 사실이고 주장 II 는 거짓이다. 
(D) 주장 I 은 거짓이고 주장 II 는 사실이다.

Question No.5 (Question Id - 50)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에 대한 다음의 주장과 이유에 대해 맞는 답을 고르시오.

주장 A : 이들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부른다.

이유 B : 자연을 제재로 하여 자연의 본성을 통한 인간의 소망과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태 도
와 경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A) 주장 A 와 이유 B 가 둘 다 맞다. (Correct Answer)
 (B) 주장 A 는 맞지만 이유 B 가 맞지 않다.

(C) 주장 A 는 틀리지만 이유 B 는 맞다. 
(D) 주장 A 와 이유 B 둘 다 틀리다. 

Question No.6 (Question Id - 72)
다음과같은 사자성어의 뜻을 고르십시오.

(A) 화사첨족   
    (I) 처음 시작은 거창하고 휼륭하지만 뒤로 갈수록 흐

지부지해짐
(B) 용두사미 (II) 매우 기쁘고 즐거워함
(C) 요산요수 (III) 쓸데 없는 일을 함

(D) 희희낙락 (IV) 지혜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
을 좋아한다

(A) (A)-(III), (B)-(I), (C)-(IV), (D)-(II) (Correct Answer)
(B) (A)-(II), (B)-(III), (C)-(I), (D)-(IV) 
(C) (A)-(I), (B)-(II), (C)-(III), (D)-(IV) 
(D) (A)-(IV), (B)-(III), (C)-(I), (D)-(II) 

Question No.7 (Question Id - 73)
서울 종로구의 훈정동에 위치한 이 곳은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 등 모두 83위의 신주
들을 모시고 있는 조선 왕조의 사당이다.

(A) 경복궁

(B) 종묘 (Correct Answer)
 (C)



석굴암 
(D) 남한산성 

Question No.8 (Question Id - 89)
아래 회사들 중 최근 문제가 있던 아시아나 항공을 사들인 회사는 무엇입니까 ?

A.       현대개발주식회사(Hyundai Development Company)

B.       한화그룹(Hanwha Group)

C.       미래에셋대우(Mirae Asset Daewoo)

D.       삼성중공업(Samsung Heavy Industries)

(A) A & B 
(B) C & D 
(C) A & C (Correct Answer)

 (D) B & D

Question No.9 (Question Id - 35)
다음은 자음 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주장 A : ‘국물’은 자음동화가 나타난다.

이유 B : 국물의 받침 ‘ㄱ’이 뒤의 ‘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A) 주장과 이유가 다 맞다. (Correct Answer)
 (B) 주장은 맞고 이유는 틀리다. 

(C) 주장은 틀리지만 이유는 맞다.
(D) 주장과 이유 둘 다 틀리다. 

Question No.10 (Question Id - 86)
대한민국은 최근THAAD를배치했는데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의 약자입니까 ?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Correct Answer)
 (B) Technic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C) Technical High Altitude Area Deterrence
(D) None of these 

Question No.11 (Question Id - 59)
조선 태조 왕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

 (A) 이재춘 
(B) 이성계 (Correct Answer)

 (C) 이순신 
(D) 이징옥

Question No.12 (Question Id - 17)
다음 단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시오.

간결하다

(A) 간단하고 불필요한 것이 없이 깔끔하다 (Correct Answer)
(B) 종이 등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남은 빈자리 
(C) 모습이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여 멋있다. 



(D) 마음속에 깊이 느끼어 칭찬하다. 

Question No.13 (Question Id - 87)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는 최근 국제협력에 공헌한 것에 대해 한국에서 상을 받았다.      언
제 그 상을 받았습니까 ?

(A) 2017 
(B) 2018 
(C) 2019 (Correct Answer)
(D) 2020 

Question No.14 (Question Id - 77)
옛날에 사람들이 결혼식 때 입는 옷에 수를 놓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절이나 궁전을 장식
하는데도 사용했습니다.

(A) 송편 
(B) 자수 (Correct Answer)

 (C) 민화 
(D) 보자기

Question No.15 (Question Id - 45)
다음은 한국 근대 문학 성립기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의 두 진술에 대해 맞는 답을 고
르시오.

진술 A : 한문을 버리고 국문만 쓰게 되어 언문일치가 이뤄졌다.

진술 B : 한문학이 퇴조되어 한국 국문 문학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A) 진술 A와 B 둘 다 맞다. 
(B) 진술 A와 B 둘 다 틀리다. 
(C) 진술 A는 맞고 B는 틀리다. (Correct Answer)

 (D) 진술 A는 틀리고 B는 맞다.

Question No.16 (Question Id - 37)
다음 단어들의 형성 방법이 무엇입니까 ?

*** UNESCO, ROK, SCUBA, RADAR ***

(A) 두자어 (acronym) (Correct Answer)
 (B) 융합 (blending) 

(C) 파생법 
(D) 합성법

Question No.17 (Question Id - 32)
다음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진술 A :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을 ‘분절성’이라고 한
다.

진술 B :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한
다.

(A) A 와 B 둘 다 맞다.
(B) A는 맞고 B는 틀리다. (Correct Answer)

 (C) A는 틀리고 B는 맞다. 
(D) A 와 B 둘 다 틀리다. 

Question No.18 (Question Id - 53)
다음의 두 작품 문정희의 “퇴근 시간-신사임당이 어우동에게”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설명
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A.       여성 문학 작품이다.

B.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역할을 거부하고 여성성을 강조한다.

C.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개인이 아닌 아내, 엄마, 딸로서 요구되는 여
성의 삶이 나타난다.

(A) A 와 B 와 C 가 모두 맞다. (Correct Answer)
(B) A 와 B 만 맞다. 
(C) B 와 C 만 맞다. 
(D) 모두 틀리다. 

Case Study - 19 to 20 (Question Id - 96)
.

Question No.19 (Question Id - 97)

(A) 그들이 음모를 하기 전에 당신의 닭들을 계산할 수 있다. 
(B) 그들이 계획을 꾸미기 전에 닭들을 계산해 놓는 것이 좋다. 
(C) 그들이 알을 낳기 전에 닭들을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 
(D) 너무 앞서서 김치 국부터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20 (Question Id - 98)
We’re not asking for the moon, but we are asking for a raise so that we can afford to buy
enough food.

(A) 우리는 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B)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C)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다. 
(D)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21 (Question Id - 76)
이규환 감독의 ‘__________’(1955)은 전례 없는 2개월간의 장기 흥행기록을 세우며 한국영
화 도약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러한 흥행은 한국영화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고, 한국영화가 본격적으로 상업성과 대중성, 오락성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 영화 이름은 무엇인가 ?



(A) 파이골

(B) 자유부인 
(C) 젊은 그들 
(D) 춘향전 (Correct Answer)

 

Question No.22 (Question Id - 29)
다음의 한자성어와 그 뜻이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A) 유비무환 포기하고 버려
둠                             

(I)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B) 자포자기 (II) 비단 위에 꽃을 더하듯이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C) 설상가상 할 것이 없음 (III)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
(D) 금상첨화 (IV)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짐 

(A) (A)-(I), (B)-(III), (C)-(II), (D)-(IV) 
(B) (A)-(III), (B)-(I), (C)-(IV), (D)-(II) (Correct Answer)
(C) (A)-(II), (B)-(IV), (C)-(I), (D)-(III) 
(D) (A)-(IV), (B)-(II), (C)-(III), (D)-(I) 

Question No.23 (Question Id - 27)
다음은 감각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 의미가 모두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A) 메스껍다     
     

(I) 소화가 잘 안 되어 배 속이 거북하다

(B) 나른하다 (II) 피부를 긁고 싶은 느낌이 있다
(C) 더부룩하다 (III) 몸이 지치고 맥이 풀리고 기운이 없다

(D) 가렵다 (IV)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 같아 속이 몹시 울렁거리
는 느낌이 있다.

(A) (A)-(II), (B)-(I), (C)-(IV), (D)-(III)
(B) (A)-(III), (B)-(IV), (C)-(II), (D)-(I) 
(C) (A)-(I), (B)-(III), (C)-(IV), (D)-(II) 
(D) (A)-(IV), (B)-(III), (C)-(I), (D)-(II) (Correct Answer)

 

Question No.24 (Question Id - 48)
다음의 시를 쓴 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A.       1917년에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B.       식민지 현실 속에서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C.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였다.

D.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을 남겼다.

(A) A만 맞다. 
(B) A와 B만 맞다.
(C) B와 C만 맞다. 
(D) B와 C와 D만 맞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25 (Question Id - 66)



인도 시인이 쓴 한국에 대한 시 이름은 무엇입니까 ?
(A) 아시아의 등불 
(B) 동방의 등불 (Correct Answer)
(C) 한국의 등불 
(D) 동쪽에 등불 

Question No.26 (Question Id - 22)
다음은 한국 가족에 대한 내용이다.

Assertion A :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가족 형태는 가부장적인 대가족이었다. 핵가족이 부부와 이혼인
자녀로만 이루어진 것인 데 비해 대가족은 부부와 결혼한 자녀 및 손자, 손녀들까지를 토합하
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Reason R :

전통적 대가족 내에서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던 데 반해 현대 사회의 핵가족 안에서는 부
부가 동등하며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A) Both A and R are correct and R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B) Both A and R are correct, but R is NOT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orrect

Answer)
 (C) A is correct, but R is incorrect. 

(D) A is incorrect but R is correct. 

Question No.27 (Question Id - 78)
한국인은 명절과 기념일을 ‘쇤다’고 한다. 설,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는 명절이고, 백일
과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은 기념일이다.

윗글에서 ‘동지’는 무엇입니까 ?

(A) 음력 5월 15일의 명절. 특히 중부, 북부 지방에서 큰 명절로 쇤다. 
(B) 양력 12월 22일.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Correct Answer)

 (C) 낮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
(D) 휴일이 이틀 이상 계속되는 일 

Question No.28 (Question Id - 42)
다음은 한국의 문학 장르 중의 하나인 ‘향가’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설명 중 옳은 답을 고르
시오.

A  형식으로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B  주로 승려와 화랑이 지었고 향유했다.

C  ‘청산별곡’, ‘처용가’, ‘찬기파랑가’ 등의 작품이 있다.

D  향찰로 쓰여졌다

(A) A와 B만 
(B) A와 B와 C만 
(C) B와 D만
(D) A와 B와 D만 (Correct Answer)

 

Question No.29 (Question Id - 79)
한일 합방 후 일본은 군대와 헌병, 경찰을 전국의 요소에 배치하여 강력한 헌병 경찰 통지를
실시하고, 언론, 집회 등의 자유를 박탈하고 민족 지도자들을 투옥하였다. (1919년)손병희, 이



승훈, 한용운 등 민족 대표 33인이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였고, 학생
과 시민들도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다.

위 글과 알맞은 제목을 고르시오.

(A)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B) 박정희 대통령 피격
(C) 3.1 운동 (Correct Answer)

 (D) 일제의 한국 강제 합병 

Question No.30 (Question Id - 16)
다음 단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시오.

각오

(A)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분명하지 않고 흐리게
(B)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Correct Answer)

 (C)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D)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다. 

Question No.31 (Question Id - 70)
Statement 1 :

대중문화는 대중들이 모든 문화 내용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립이 가능하다.

Statement 2 :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내용물을 전달하는 미디어 접촉의 기회가 주
어져야 한다.

(A) Both Statement 1 and 2 are true (Correct Answer)
(B) Both Statement 1 and 2 are false 
(C) Statement 1 is true but 2 is false. 
(D) Statement 1 is false but 2 is true. 

Question No.32 (Question Id - 51)
다음의 여러 시 중에서 ‘참여시, 저항시’로만 묶인 것을 고르시오.

A.     절정           

B.     타는 목마름으로   

C.     바위     

D.     광야

(A) A 와 B 만 
(B) B 와 D 만
(C) A 와 C 와 D 만 
(D) A 와 B 와 D 만 (Correct Answer)

 

Question No.33 (Question Id - 81)
2016-17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항의를 무엇이라 고합니까 ?

A.       촛불투쟁



B.       촛불데모                   

C.       촛불혁명                   

D.       달빛항의

(A) A, C & D 
(B) A, B & C (Correct Answer)

 (C) B, C & D
(D) None of these 

Question No.34 (Question Id - 99)
다음의 영어 속담에 맞는 한국어 속담을 고르시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A) 금강산도 식후경
(B) 시작이 반이다. 
(C) 누워 떡 먹기 
(D)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35 (Question Id - 82)
북한과미국의지도자들의첫번째만남은누구와누구의만남이었습니까 ?

 (A) 도널드 트럼프와 김일성
(B) 조지 부시와 김정일 
(C)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Correct Answer)

 (D) 조지 부시와 김정은 

Question No.36 (Question Id - 55)
다음은 근원 설화와 판소리계 소설을 연결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끼리 연결된 것을 고르
시오.
근원 설화 판소리계 소설
열녀 설화 (A)
방이 설화 (B)
구토지설 토끼전
효녀지은설화 (C)

(A) (A): 춘향전 (B): 심청전 (C): 흥부전 
(B) (A): 춘향전 (B): 흥부전 (C): 심청전 (Correct Answer)
(C) (A): 흥부전 (B): 춘향전 (C): 심청전 
(D) (A): 심청전 (B): 흥부전 (C): 춘향전 

Question No.37 (Question Id - 21)
다음은 효도에 대한 내용이다.

Assertion A :

효는 부모를 모시는 일입니다. 입으로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내 몸처럼 부모를 모시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Reason R :

조상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가장 값진 행동으로 여기고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삼았고, 부
모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였습니다. 



(A) Both A and R are correct and R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B) Both A and R are correct, but R is NOT the correct explanation of A (Correct

Answer)
 (C) A is correct, but R is incorrect. 

(D) A is incorrect but R is correct.

Question No.38 (Question Id - 23)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을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려고 하시고, 가능하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셔서 좀 __________ 는 소리를 들으신다.

(A) 친근하다 
(B) 고지식하다 (Correct Answer)

 (C) 지혜롭다

(D) 융통성이 있다 

Question No.39 (Question Id - 38)
밤 12시가 넘어 늦게 집에 들어온 딸에게 어머니가 “지금 몇 시니?”라고 했 을 때의 언표내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

(A) 진술 
(B) 명령

(C) 질문 
(D) 질책 (Correct Answer)

 

Question No.40 (Question Id - 57)
동학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

 (A) 최제우 (Correct Answer)
 (B) 이성계 

(C) 세종대왕 
(D) 왕건

Question No.41 (Question Id - 102)
다음 문장의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donor’s benevolent gift to the library helped it to become a leading source of classical
literature throughout the years.”

(A) 도서관에 대한 그 기증자의 자선적인 선물은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고전       문학
의 선도적인 원천이 되는 것을 도왔다.

(B) 기부자의 선의의 기증은 그 도서관으로 하여금 수년간 선도적인 고전  문학의 출처가
되도록 했다.

(C) 뜻있는 사람이 많은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그 도서관은 수년 동안 손꼽히는 고전 문학
의 산실이 되었다. (Correct Answer)

 (D) 선의의 기부자가 많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그 도서관은 수년 동안 고전 문학 도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Question No.42 (Question Id - 25)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 유형을 고르시오.

최근 들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__________ 것으로 보도되었다.



(A) V-기 나름이다.
(B) V-는 추세이다 (Correct Answer)

 (C) N-은/는 물론이려나와 
(D) V-노라면 

Question No.43 (Question Id - 71)
한국 사람들의 ‘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A)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대표하다 
(B)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말하다
(C) 혼자 느껴보는 흥분하고 행복을 대표하는 느낌 
(D) 혼자 느껴보는 고통, 아픔을 대표하는 느낌 (Correct Answer)

 

Question No.44 (Question Id - 18)
다음에 주어진 속담과 그 의미가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A)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I)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크다.                                 
                                

(B)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II)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C)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 로
간다                                       
                  

(III) 어릴 때 버릇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
져도   고치기 힘들다.

(D)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IV) 여러 사람이 배를 몰려고 하면 배
가 물로 못가고 산으로 올라가듯이

 

(A) (A)-(III), (B)-(II), (C)-(I), (D)-(IV) 
(B) (A)-(IV), (B)-(II), (C)-(I), (D)-(III) 
(C) (A)-(III), (B)-(I), (C)-(II), (D)-(IV) 
(D) (A)-(III), (B)-(I), (C)-(IV), (D)-(II) (Correct Answer)

Question No.45 (Question Id - 84)
아래 두 개의 문장은 주장 A 와이유 R 로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맞는 답을고르십시오.

주장 A : 대한민국의 전통적인4강 외교파트너는 미국,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이며 한국은 외교
적 관계를 넓히고 싶어한다.

이유 R : 대한민국은 그 외교적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며 외교적 활동을 더강화하고
넓히기 위해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시작했다.

(A) A 와 R 는사실이고 R 은 A 의옳은설명이다. (Correct Answer)
 (B) A 와 R 는사실이지만 R 은 A 의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C) A 는 사실이지만 R 는 사실이아니다. 
(D) A 는 거짓이지만 R 는 사실이다. 

Case Study - 46 to 49 (Question Id - 91)



Question No.46 (Question Id - 92)
위의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A) 정부에게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B) 환경오염 실태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C) Greenpeace의 활동성과를 알리기 위해
(D) Greenpeace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Correct Answer)

 

Question No.47 (Question Id - 93)
밑줄 친 (1) 의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A) 무엇에 최선을 다하다.
(B) 무엇에 노력을 경주하다. 
(C)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다. (Correct Answer)

 (D) 오로지 무엇에만 열중하고 있다. 

Question No.48 (Question Id - 94)
밑줄 친 (2) 부분의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A) 지금 당신은 얇은 녹색선을 강하게 할 수 있다. 
(B) 지금 여러분은 미약한 그린벨트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 
(C) 이제 여러분은 연약한 녹색선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D) 이제 여러분도 미약한 환경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49 (Question Id - 95)
밑줄 친 (3)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A) 파도의 힘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B) 위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C)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Correct Answer)

 (D) 해양생태계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Question No.50 (Question Id - 33)
다음 중 한국어의 자음이 발생하는 조음 위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A) 입술 
(B) 이 (Correct Answer)

 (C) 구개 



(D) 후두

Question No.51 (Question Id - 90)
아래에 주장 A 와이유 R 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주장 A : 코로나바이러스질병은 우한 수산물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R :  몇몇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골수산물을 먹은 후에 감염되었을 수도있다.

(A) A 와 R 는 사실이고 R 은 A 의 옳은 설명이다. 
(B) A 와 R 는사실이지만 R 은 A 의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C) A 는 사실이지만 R 는 사실이 아니다. (Correct Answer)
(D) A 는 거짓이지만 R 는 사실이다. 

Question No.52 (Question Id - 30)
다음은 교육의 종류와 관련된 말입니다. 알맞은 것까리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A) 평생  교육 
             

(I) 저는 학교 수업 후에 학원에 가요

(B) 태교 (II) 저는 문화 센터에서 세예를 배우고 있어요. 학교 졸업하
고 나서도 뭔가를 배우니까 참 재미 있어요.

(C) 사교육 (III)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하는
새로운 학교들이 생기고 있어요.

(D) 대안 교육 (IV) 아기륽 임신한 사람은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조심해
야 아기에게 좋아요.

 

(A) (A)-(II), (B)-(IV), (C)-(I), (D)-(III) (Correct Answer)
 (B) (A)-(I), (B)-(III), (C)-(II), (D)-(IV)

(C) (A)-(III), (B)-(II), (C)-(IV), (D)-(I) 
(D) (A)-(IV), (B)-(I), (C)-(III), (D)-(II) 

Question No.53 (Question Id - 64)
아래의 주장 A 와이유 R 에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주장 A : 1987년의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시대로 전환했고 대통령선거가
자유롭게 열렸다.

이유 R :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이 반대파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노태우가선거에서 이겼다.

(A) A 와 R 는사실이고 R 은 A 의옳은설명이다. (Correct Answer)
 (B) A 와 R 는사실이지만 R 은 A 의올바른설명이아니다. 

(C) A 는사실이지만 R 는 사실이아니다. 
(D) A 는거짓이지만 R 는 사실이다.

Question No.54 (Question Id - 28)
다음 글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한반도의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은 하류에 곡창 지대가 있고 풍부한 수량과 지류 덕분에 수
상 교통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를 거쳐 중국과 교류하는 관문 역할을 해 왔다.

(A) 한강은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한민족 역사의 중심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B) 한국의 한강은 한국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Correct Answer)

 (C)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치지한 나라는 백제였다. 
(D)



한강 유역은 이미 삼국 시대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Question No.55 (Question Id - 100)
번역의 유형을  언어 내부적(intralingual) 번역, 언어 간(interlingual) 번역, 기호 간
(intersemiotic) 번역, 이 세 가지로 분류한 번역 학자는 누구입니까 ?

(A) Roman Jakobson (Correct Answer)
(B) P. Newmark 
(C) Lawrence Venuti 
(D) E. Nida 

Question No.56 (Question Id - 101)
한국어에는 잘못된 영어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콩글리시가 있다. 다음 중에서 콩글리시의 올바
른 영어 표현끼리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A       추리닝 – JOGGING SUIT

B       호치키스 – STAPLER

C       명함 – NAME CARD

D       (남녀) 미팅 – MEETING

E       컨닝 (부정행위) – CHEATING

F       노트북 – LAPTOP COMPUTER

(A) C, D, E, F 만 맞다
(B) A, B, C, D 만 맞다 
(C) A, B, E, F 만 맞다 (Correct Answer)

 (D) B, C, D, E 만 맞다 

Question No.57 (Question Id - 41)
다음의 작품 중에서 2016년에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

(A) 미나 
(B) 엄마를 부탁해 
(C) 채식주의자 (Correct Answer)
(D) 고령화 가족 

Question No.58 (Question Id - 40)
한국어의 상대높임의 등급을 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

 (A) 영희야, 빨리 오너라. –합쇼체
(B) 빨리 오십시오. –하오체 
(C) 자네, 빨리 오게. – 해요체 
(D) 영희야, 빨리 가. – 해체 (Correct Answer)

 

Question No.59 (Question Id - 26)
다음은 운명과 관련있는 말입니다. 서로 관계있는 말을 찾아 보시오.

저는 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사이셨고, 어렸을 때 동생들과 놀이를
해도 학교 놀이를 했고 교사 외에 다른 것은 하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어요.

(A) 관상을 보다 



(B) 궁합을 보다
(C) 운명적이다 (Correct Answer)

 (D) 점을 치다 

Question No.60 (Question Id - 63)
아래의 주장 A 와이유 R 에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주장 A :       이승만 대통령은1960년4월 26일에 사임했다.

이유 R :       박정회와 김종필의 강한 압력 때문이었다.

(A) A 와 R 는 사실이고 R 은 A 의 옳은 설명이다. 
(B) A 와 R 는 사실이지만 R 은 A 의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C) A 는사실이지만 R 는 사실이 아니다. (Correct Answer)
(D) A 는 거짓이지만 R 는 사실이다. 

Question No.61 (Question Id - 24)
만약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정도는 __________ 계
획을 바뀌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융통성이 있게 (Correct Answer)
 (B) 엄격하게 

(C) 고지식하게

(D) 검소하게 

Question No.62 (Question Id - 47)
다음 중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A) 비 오는 날 
(B) 수난이대 
(C) 소나기 (Correct Answer)
(D) 오발탄 

Question No.63 (Question Id - 49)
다음에는 한 편의 시와 그 시에 대한 설명이 두 개 나와 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 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A :     민족의 해방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나타내는 시다.

B :     억압 속에서의 삶보다는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는 외침의 시
다.

(A) A만 맞다. 
(B) B만 맞다. 



(C) A와 B둘 다 맞다. (Correct Answer)
(D) A와 B 둘 다 틀리다. 

Question No.64 (Question Id - 75)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이다.

 (A) 경북궁 
(B) 불국사 (Correct Answer)
(C) 김해시 
(D) 창덕궁 

Question No.65 (Question Id - 83)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와 아세안에 대한 정책을 무엇이라 합니까 ?

 (A) 신북방정책 
(B) 신동방정책 
(C) 신서방정책 
(D) 신남방정책 (Correct Answer)

Question No.66 (Question Id - 60)
서울의 예전 이름은 무엇입니까 ?

 (A) 개경

(B) 개성 
(C) 평양 
(D) 한양 (Correct Answer)

 

Question No.67 (Question Id - 67)
인도 공주가 한국에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

 (A) 수로국 
(B) 호왕국 
(C) 고구려국 
(D) 가야국 (Correct Answer)

Question No.68 (Question Id - 74)
한국에 1623년 부터 1910년까지 왕의 비서실에 매일 처리된 문서와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기
록한 것이다. 역대 임금의 명령은 물론, 각 관청의 보고와 상소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었다.

(A) 승정원일기 (Correct Answer)
(B) 일성록 
(C) 삼국유사 
(D) 조선왕조 의궤 

Question No.69 (Question Id - 56)
훈민정음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A) 1446
(B) 1443 (Correct Answer)

 (C) 1456 
(D) 1449 

Question No.70 (Question Id - 68)
인도 공주가가지고 간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

 



(A) 인도 결혼식 의상 
(B) 물고기 모양 목걸이 (Correct Answer)
(C) 어머님의 편지 
(D) 인도 지도 

Question No.71 (Question Id - 19)
다음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가 :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전에는 여자 형제들이 돈을 벌어 오빠나
남동생의 교육비를 대는 경우도 흔했지요?

나 : 네, 남자만이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__________________때문에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요.

(A) 권위가 있다. 
(B) 혈연 의식 
(C) 가부장 제도 (Correct Answer)
(D) 효도를 하다 

Question No.72 (Question Id - 80)
다음의 속담과 그 뜻이 알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A)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I) 자녀를 끔찍이 아끼며 소중히 기른다
(B) 빛 좋은 개살구 (II) 분량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음
(C)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III) 부부가 좋게 오래 삶을 이르는 말
(D) 새발의 피 (IV)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속이 없는 것을 이르는 말

(A) (A) - (IV), (B) - (III), (C) - (II), (D) - (I) 
(B) (A) - (III), (B) - (IV), (C) - (I), (D) - (II) (Correct Answer)

 (C) (A) - (II), (B) - (I), (C) - (III), (D) - (IV) 
(D) (A) - (I), (B) - (II), (C) - (IV), (D) -(III)

Question No.73 (Question Id - 88)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중 그의 가족과 관련해서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인해  대중의 비판을
받고 며칠 동안 전국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에 올랐고 최근에 사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A) 강경화 
(B) 조국 (Correct Answer)
(C) 진영 
(D) 진선미 

Question No.74 (Question Id - 20)
다음은 김치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다. 맞는 답을 고르시오.

Statement I : 김치가 처음으로 소개된 문헌은 약 3000년 전 중국의 시경이다.

Statement II : 김치는 발효음식이다.

(A)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true. (Correct Answer)
 (B) Both Statement I and Statement II are false. 

(C) Statement I is true but Statement II is false. 
(D) Statement I is false but Statement II is true.

Question No.75 (Question Id - 62)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서의 글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

A.       향찰                     

B.       구결                     

C.       이두                     

D.       기결말

(A) A, B & D
(B) B, C & D 
(C) A, B & C (Correct Answer)

 (D) A, C & D 

Question No.76 (Question Id - 46)
다음의 작가와 작품이 맞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A) 김동인                 (I) 빈처
(B) 현진건 (II) 표본실의 청개구리
(C) 채만식 (III) 감자
(D) 염상섭 (IV) 레디메이드 인생

(A) (A)-(III), (B)-(IV) 
(B) (A)-(III), (B)-(I) (Correct Answer)
(C) (C)-(III), (D)-(IV) 
(D) (C)-(IV), (D)-(I) 

Question No.77 (Question Id - 52)
다음의 시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소설은 무엇입니까 ?

검은 신이여…… 박인환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뺏아간 나의 친구는 어데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

건물과 창백한 묘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A) 최인훈의 “광장” (Correct Answer)
(B) 김승옥의 “무진기행” 
(C) 박경리의 “토지” 
(D)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Question No.78 (Question Id - 65)
북한의“주체사상” 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정치적독립

B.       경제적독립



C.       군사적독립

D.       막시즘만

(A) A, B & D 
(B) A, B & C (Correct Answer)

 (C) B, C & D
(D) A, C & D 

Question No.79 (Question Id - 34)
한국어 음절 구조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A) 학교 – CVCCV 
(B) 아기 – CVCV (Correct Answer)

 (C) 공 – CVC 
(D) 넋이 - CVCCV

Question No.80 (Question Id - 31)
다음은 촘스키 (N. Chomsky)의 언어 능력 (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 수행 (linguistic
performance)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끼리 연결된 것을 고르 시오.

A.       언어 능력은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의 실제적 언어 사용을 말한다.

B.     언어 수행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그의 언어 능력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C.       언어 능력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언어 수행을 규제한다.

D.       언어 능력은 모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A) A 와 B 
(B) B 와 C
(C) C 와 D (Correct Answer)

 (D) A 와 D 

Question No.81 (Question Id - 39)
다음은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A.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다.

B.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구분이 종결어미로 이뤄진다.

C.       ‘관사’나 ‘관계 대명사’가 없다.

D.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교착어이다.

(A) A만 맞다. 
(B) A와 B만 맞다. 
(C) A와 B와 C만 맞다.
(D) A와 B, C, D, 모두 맞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82 (Question Id - 69)
허황옥왕비가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

 (A) 제주도 
(B) 망산도 (Correct Answer)
(C) 거제도 
(D) 독도 



Question No.83 (Question Id - 58)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새로운 유교 그룹이 남성 혈통만을 강조했다.

B.     새로운 유교 그룹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만을 강조했다.

C.     새로운 유교그룹이 왕과 그 추종자들만의 안위에 초점을 두었다.

D.    새로운 유교그룹이 부패와 성차별을 무시했다.

(A) A & B (Correct Answer)
 (B) A & D 

(C) B & D
(D) B & C 

Question No.84 (Question Id - 44)
다음의 두 문장은 ‘한국 문학’에 대한 하나의 주장과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문장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주장 A :

한국 문학에는 구비 문학과 국문 문학은 포함되지만 한문 문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B :

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불리어지거나 쓰여진 문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은 반드시
한국어를 사용해 한국의 사상과 문화, 생활을 나타낸 작품이어야만 한다.

(A) A와 B 둘 다 맞다. 
(B) A는 맞지만 B의 설명이 틀리다.
(C) A는 틀리지만 B는 맞는 설명이다 
(D) A와 B 둘 다 틀리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85 (Question Id - 54)
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A.       시조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독창적 시가 형식을 만들어 냈다.

B.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다.

C.       시조에는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가 있다.

D.       조선시대 이후로 향유되지 않았다.

E.       세 번째 행인 종장은 반드시 4음절로 시작하여야 한다.

(A) A와 B만 맞다. 
(B) A와 B와 C만 맞다. (Correct Answer)

 (C) A와 B와 C와 D만 맞다. 
(D) A와 B와 C와 D와 E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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