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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SECTION 1

Question No.1 (Question Id - 48)
밑줄 친 부분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이제 한국은정보기술강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A) Information Technology (Correct Answer) 
(B) Government scheme 
(C) Electronics 
(D) Detailed description 

Question No.2 (Question Id - 5)
다음 중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소비하다

(A) 이용하다 
(B) 출판하다 
(C) 생산하다 (Correct Answer) 
(D) 수출하다 

Question No.3 (Question Id - 79)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고르십시오.

                 (                  ) 는 예로부터 민중 속에서 전해 내려온 민중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담긴 노래 입
니다.

(A) 신화 
(B) 민요 (Correct Answer)

 (C) 소설 
(D) 희곡 

Question No.4 (Question Id - 46)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株價      (I) 유료      
(B) 有料 (II) 신문
(C) 放送 (III) 주가
(D) 新聞 (I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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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5 (Question Id - 40)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이라고 합니다.

(A) 다문화 가정 (Correct Answer)
 (B) 닭강정 

(C) 대가족 
(D) 타문화가족 

Question No.6 (Question Id - 7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알맞은 설명을 고르십시오.

            온돌은 다른 어떤 난방시설보다 건강에 좋다.

(A) 건물의 안을 따뜻하게 하는 장치 (Correct Answer)
 (B) 건물 안 (에있는) 제일 큰 방 

(C) 제일 작은 방 
(D) 건물 안을 시원하게 하는 장치 

Question No.7 (Question Id - 57)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Statement I : ‘삼대’ 작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는 삼대가 일제 치하에서 몰락해 가는 과정
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Statement II : 유치진 작가가 이 작품을 1930 년대에 식민지 현실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폭넓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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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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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8 (Question Id - 10)
밑줄 친 표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배낭 하나만 있으면 산이건 섬이건 발길이닿는 곳이 모두 캠핑장이다.

(A) 찾아가는 (Correct Answer) 
(B) 헤매는 
(C) 더듬는 
(D) 숨쉬는 

Question No.9 (Question Id - 35)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Statement I :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동물들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이다.

Statement II : 띠는 1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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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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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10 (Question Id - 28)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전라 (            ), 강원 (         ), 경기(                   )

(A) 도시 
(B) 광역시 
(C) 도 (Correct Answer) 
(D) 동 

Question No.11 (Question Id - 55)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에 위치하는 소생산자, 소상인 및 봉급생활자, 자유직업자 등을 통틀어 이
르는 말로 (                    ) 라고 불읍니다.

(A) 소작인 
(B) 소시민 (Correct Answer) 
(C) 시민 
(D) 숭배자 



Question No.12 (Question Id - 14)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한복 (I) 집
(B) 한옥 (II) 놀이
(C) 된장국 (III) 의상
(D) 윷 (IV)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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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13 (Question Id - 37)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돼지, 용, 소  (I) 전통 놀이   
(B) 판소리 (II) 전통 악기
(C) 널뛰기 (III) 띠
(D) 장구 (IV) 민속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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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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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14 (Question Id - 65)
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최근 초록 콩나물을 찾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노란 콩나물은 보통 검은
색 천으로 덮어 어두운 곳에서 기른다. 그러나 초록 콩나물은 천으로 가
리지 않고 밝은 곳에서 자라게 한다. 햇빛을 받아 초록색으로 변한 콩나
물은 노란 콩나물보다 영양가가 높다. 특히 초록 콩나물은 노란 콩나물
보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다.

(A) 노란 코나물은 햇빛을 받고 자란다. 
(B) 초록 콩나물은 검은색 천을 덮어서 키운다. 
(C) 노란 콩나물은 초록 콩나물보다 피로 회복에 좋다. 
(D) 초록 콩나물은 노란 콩나물에 비해 영양가가 많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15 (Question Id - 19)
다음 한자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方向

(A) Visit 
(B) Direction (Correct Answer)

 (C) Fragrance 
(D) Tendency 

Question No.16 (Question Id - 6)
다음 중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복잡하다

(A) 잡히다 
(B) 어렵지 않다 
(C) 혼잡하다 (Correct Answer) 
(D) 쉽다 

Question No.17 (Question Id - 63)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A)      이것으로 만든 차는 여름철에 마시면 특히 좋다.

(B)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C)      땀이 나지 않게 하고 배탈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이다.

(D)     또한 무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입맛이 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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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 - (C) - (A) - (D) 

Question No.18 (Question Id - 51)
다음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잠꾸러기

(A) Dragon-fly 
(B) Wild goose 
(C) Frog 
(D) Sleepy head (Correct Answer)

 

Question No.19 (Question Id - 2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레디메이드 인생’의 작가는 (           ) 입니다.

(A) 최남선 
(B) 최송호 
(C) 채만식 (Correct Answer)

 (D) 최원식 

Question No.20 (Question Id - 49)
밑줄 친 부분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시민단체는 정부에게 여러 가지의혜택을요구하고 있다.

(A) Civic group, choices 
(B) Immigrant group, benefits 
(C) Civic group, benefits (Correct Answer)

 (D) Immigrant group, choices 

Question No.21 (Question Id - 72)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A)      또한 재료 가격이 싸서 제작 비용도 적게 든다.

(B)      그중 하나가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을 만드는 것이다.

(C)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D)     프라스틱 병을 소재로 해서 운동복을 만들면 가볍고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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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 (A) - (B) - (C) 
(D) (D) - (B) - (A) - (C) 

Question No.22 (Question Id - 8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              ) 은 궁중에 설치된 학문 연구 기관입니다.

(A) 반문점 
(B) 춘향전 
(C) 감자전 
(D) 집현전 (Correct Answer) 

Question No.23 (Question Id - 29)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020년에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는 (                ) 입니다.

(A) 기생충 (Correct Answer)
 (B) 국제시장 

(C) 부산 
(D) 해운대 

Question No.24 (Question Id - 94)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A)      이 세 가지 중에서 연구 내용 부분을 가장 먼저 써야 한다.

(B)      내용의 소개와 결론은 내용이 완성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C)      보고서는 내용 소개, 연구 내용, 결론 순서로 구성된다.

(D)     따라서 내용을 먼저 완성하고 소개와 결론은 나중에 붙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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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25 (Question Id - 8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인간과 신을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굿을 통하여 신에게 인간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을

                (                  ) 이라고 합니다.

(A) 무당 (Correct Answer)
 (B) 신당 

(C) 야당 
(D) 서당 

Question No.26 (Question Id - 80)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고르십시오.

             (                  ) 는 61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A) 환갑 (Correct Answer)
 (B) 돌 

(C) 일흔 
(D) 예순 

Question No.27 (Question Id - 6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형은 차가워 (            ) 마음은 따뜻하다.

(A) 보여도 (Correct Answer)
 (B) 보여야 

(C) 보이다가 
(D) 보이든지 

Question No.28 (Question Id - 58)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메밀 꽃 필 무렵’문학 작품은 어느 시대의 작품입니까?

(A) 일제감정기 (Correct Answer) 
(B) 조선후기 
(C) 해방공간 
(D) 조선전기 



Case Study - 29 to 32 (Question Id - 97)

Question No.29 (Question Id - 98)
(A)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 공든 탑이 무너지랴 
(B)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C)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D)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Correct Answer)

 

Question No.30 (Question Id - 99)
(B)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 끝날 거라면 
(B) 끝나려 한다면 
(C) 끝나지 않으려면 (Correct Answer) 
(D) 끝나지 않는다면 

Question No.31 (Question Id - 100)
위 글의 중심 생각이 될 수 있는 답을 고르십시오.
(A) 실수를 잊지 않고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Correct Answer)

 (B)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C) 전문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D)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Question No.32 (Question Id - 101)
다음 중‘반복’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A) 가끔 
(B) 자꾸 (Correct Answer)

 (C) 보통 
(D) 한번 

Question No.33 (Question Id - 36)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Statement I : 탈춤 공연은 춤과 노래, 재미있는 대사와 이야기로 구성된다.

Statement II : 탈춤은 신라시대인들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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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34 (Question Id - 85)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알맞은 한자를 고르십시오.

     현대화

(A) 大 
(B) 帶 
(C) 代 (Correct Answer) 
(D) 待 



Question No.35 (Question Id - 21)
다음 단어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위반

(A) Better-half 
(B) Upper class 
(C) North Korea 
(D) Violation (Correct Answer)

 

Question No.36 (Question Id - 7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어제 본 공연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A) 날 만큼 (Correct Answer)
 (B) 날까 봐 

(C) 나는 대로 
(D) 나는 대신에 

Question No.37 (Question Id - 77)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Statement I : 한국에서 제일 큰 명절 중 하나는 추석이다.

Statement II : 추석은 양력 8월 15일로 농경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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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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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38 (Question Id - 96)
다음 중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가전제품 수출량이 작년의 3분의 2로 (I) 악화되었
다

(B) 컴퓨터 모니터의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3배 (II) 개선되었
다

(C)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 직원들의 서비스가 많
이

(III) 상승했다

(D) 김 팀장은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건
강이 

(IV)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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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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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39 (Question Id - 5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대표이사님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Agreement for shoes 
(B) Verbal agreement (Correct Answer)

 (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D) Agreement of cooperation 

Question No.40 (Question Id - 6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아기가 자고 있어서 깨지 않게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A) 깨지 않는지 
(B) 깨지 않도록 (Correct Answer) 



(C) 깨지 않더니 
(D) 깨지 않느라 

Question No.41 (Question Id - 8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고르십시오.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             ) 입니다.

(A) 세금 
(B) 보증금 
(C) 축사 
(D) 축의금 (Correct Answer)

 

Question No.42 (Question Id - 8)
     빈칸에 공통으로들어갈 동사를 고르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주위를 잘 (               ) 나서 건너야 한다.
  민심을 (              ) 후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릇을 깨뜨린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                ) 

(A) 지내다 
(B) 보내다 
(C) 살피다 (Correct Answer)

 (D) 내리다 

Question No.43 (Question Id - 4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외국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고 혼자 한국에

남아 직장에 다니는 아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A) 건달아빠 
(B) 호랑이아빠 
(C) 기러기아빠 (Correct Answer)

 (D) 홀아빠 

Question No.44 (Question Id - 2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염상섭 작가가 1931년에 쓴 작품이 (            ) 입니다.

(A) 두파산 
(B) 만세전 
(C) 삼대 (Correct Answer)

 (D) 일대의 유업 

Question No.45 (Question Id - 59)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930 년대에 쓴 알맞은 작품이 고르십시오.

(A) 삼대, 고향, 봄.봄 (Correct Answer)
 (B) 진달래꽃, 감자, 운수 좋은 날 

(C) 향수, 산돼지, 만세전 
(D) 무정, 배따라기, 불놀이 

Question No.46 (Question Id - 1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사물놀이’는 한국의 전통 (              ) 입니다.

(A) 놀이 
(B) 음악 (Correct Answer)

 (C) 음식 



(D) 의상 

Question No.47 (Question Id - 50)
다음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Financial institution

(A) 금융기관 (Correct Answer) 
(B) 회계사 
(C) 공인중개사 
(D) 구청 

Question No.48 (Question Id - 7)
다음 중의 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한가하다

(A) 바쁘다 
(B) 여유가 있다 (Correct Answer)

 (C) 반갑다 
(D) 돈이 없다 

Question No.49 (Question Id - 68)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침에 일찍 (                  ) 일곱시 비행를 탈 수 있다.

(A) 일어나야 (Correct Answer)
 (B) 일어나려고 

(C) 일어나며 
(D) 일어나더니 

Question No.50 (Question Id - 78)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              ) 에서 푸른색은 동쪽, 붉은 색은 남쪽, 노란색은 중앙, 흰색은 서쪽, 검은 색은 북쪽을 상징
한다.

(A) 삼강오륜 
(B) 삼강오상 
(C) 음양오행설 (Correct Answer)

 (D) 오전오후설 

Question No.51 (Question Id - 3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                  ) 는 한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입니다.

(A) 조선신화 
(B) 춘향전 
(C) 단국신화 (Correct Answer)

 (D) 온달설화 

Question No.52 (Question Id - 76)
다음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반기문   
  (I) 대한민국 제 1 대 대통

령

(B) 이순신 (II) 임진왜란
(C) 김대중 (III) UN사무국장
(D) 이승만 (IV) 노벨평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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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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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53 (Question Id - 43)
다음 한자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年末

(A) Coincidence 
(B) Yearly 
(C) Year-end (Correct Answer)

 (D) Throughout the year 

Question No.54 (Question Id - 44)
다음 한자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交通

(A) Traffic (Correct Answer) 
(B) Uniform 
(C) Exchange 
(D) School 

Question No.55 (Question Id - 22)
물음의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진달래꽃’을 쓴 시인은 누구입니까?

(A) 한용운 
(B) 김소월 (Correct Answer)

 (C) 감동인 
(D) 김동리 

Question No.56 (Question Id - 9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920 년대 후반기의 작가들이   (           ) 현실을 탐구하고 ,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문학을 통해
사회를 변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A) 평민 
(B) 국민 
(C) 식민지 (Correct Answer)

 (D) 해당 답이 없음 

Question No.57 (Question Id - 1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허준’은 한국의 유명한 (                 ) 입니다.

(A) 드라마 (Correct Answer)
 (B) 섬 

(C) 도시 
(D) 요리 

Question No.58 (Question Id - 45)
다음 한자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非行

(A) Fly 
(B) Misconduct (Correct Answer)

 (C) Misfortune 
(D) Popular 

Question No.59 (Question Id - 6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친구와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           )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A) 하거나 
(B) 하는데 (Correct Answer)

 (C) 하면서 
(D) 하든지 

Question No.60 (Question Id - 54)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흙 (I) 이광수

(B) 병아리 (II) 유치진
(C) 소 (III) 이상
(D) 날개 (IV) 윤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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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61 (Question Id - 47)
다음 사자성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十中八九

(A) Most difficult 
(B) Red-cross 
(C) The great majority of (Correct Answer)

 (D) Easiest 

Question No.62 (Question Id - 39)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이른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꽃봉오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추위는 (                  ) 라고 합니다.

(A) 벚꽃 
(B) 눈꽃 
(C) 꽃샘추위 (Correct Answer)

 (D) 꽃다발 

Question No.63 (Question Id - 3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창경궁과 창덕궁이 위치한 도시는 (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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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64 (Question Id - 64)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A)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을 때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

(B)      오늘날에는 ‘인터넷 신문고’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C)      과거에는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해서 국민의 생각을 들었다.

(D)     이렇게 시대는 달라져도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는 노력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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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C) - (D) - (B) - (A) 

Question No.65 (Question Id - 38)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한반도, 만주, 중앙아시아 등에 주로 살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                  ) 이라고 합니다.

(A) 한인회 
(B) 엄지족 
(C) 한민족 (Correct Answer)

 (D) 조선협회 

Question No.66 (Question Id - 18)
다음 한자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人口

(A) Population (Correct Answer)
 (B) Entrance 

(C) Exit 
(D) Number 

Question No.67 (Question Id - 23)
물음의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무정’의 핵심적인 테마는 무엇입니까?

(A) 자기 개발 (Correct Answer)
 (B) 실업 문제 

(C) 자연 환경 
(D) 억압 

Question No.68 (Question Id -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북한의 공식 이름은 (            ) 입니다.

(A) 인민조선민주국 
(B) 대한민국 
(C) 대한공화국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Correct Answer)

 

Question No.69 (Question Id - 13)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Statement I :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Statement II : 한복은 입기 편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전혀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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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70 (Question Id - 3)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김 (I) 찌개

(B) 된장       (II) 장            
(C) 삼겹 (III) 살

(D) 고추 (IV)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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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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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71 (Question Id - 6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서둘러 나온 탓에 책상 위에 있는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다.

(A) 나오는 김에 
(B) 나오는 사이에 
(C) 나오는 바람에 (Correct Answer)

 (D) 나오는 대신에 

Question No.72 (Question Id - 90)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어라.

             남의 아내를 홈쳐간 죄 (            ) 큰가?

             네가 만약 기역하고 내어 놓지 않으면

             그 물로 잡아 구워 먹어리.

(A) 언제나 
(B) 얼마든지 
(C) 얼마나 (Correct Answer)

 (D) 어떻게 

Question No.73 (Question Id - 17)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의 화폐는 (                  ) 입니다.

(A) 불 
(B) 원 (Correct Answer) 
(C) 루피 
(D) 엔 

Question No.74 (Question Id - 30)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남한의 제일 높은 산은 (                       ) 입니다.

(A) 백두산 
(B) 한라산 (Correct Answer)

 (C) 금강산 
(D) 설악산 

Question No.75 (Question Id - 2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통일신라에 포함된 국가들은  (                        ) 입니다.

(A) 고구려, 백제, 신라 (Correct Answer)
 (B) 고조선, 발해, 신라 

(C) 조선, 가야, 신라 
(D) 고구려, 고조선, 신라 

Question No.76 (Question Id - 93)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A)      겨울이 되기 전에 엄마 펭권은 알을 낳는다.

(B)      그러면 아빠 펭권은 엄마 펭권이 돌아올 때까지 알을 품는다.

(C)      남국 대륙의 경울은 6월 부터 시작된다.



(D)     엄마 펭권은 알을 낳고나서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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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77 (Question Id - 67)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니 비가올 모양이다.

(A) 오기도 한다 
(B) 올것만 같다 (Correct Answer)

 (C) 올리가 없다 
(D) 온적이 없다 

Question No.78 (Question Id - 1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다도’는 한국의 전통 (           ) 입니다.

(A) 차를 마시는 예법 (Correct Answer)
 (B) 술 문화 

(C) 씨름 
(D) 무술 

Question No.79 (Question Id - 1)
다음 단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한반도

(A) East Asia 
(B) Korean Peninsula (Correct Answer) 
(C) Korea Trait 
(D) Han-ban Province 

Question No.80 (Question Id - 4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나이가 많은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           ) 라고 합니다

(A) 노동화 
(B) 노령화 (Correct Answer)

 (C) 노동자 
(D) 남녀노소 

Question No.81 (Question Id - 20)
다음 단어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성취

(A) Edible 
(B) Addiction 
(C) Achievement (Correct Answer)

 (D) Sexual harassment 

Question No.82 (Question Id - 73)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업무가 많고 복잡
한 인간관계로 얽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기혼
직장 여성의 경우 (         )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낱아났다. 그 이
유는 여성이 느끼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
다.

 



(A)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B) 회사에서보다 집에 있을 때 (Correct Answer)

 (C) 복잡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D)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때 

Question No.83 (Question Id - 1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노래방의 노래 반주 장치는 일본의 (              ) 에서 비롯되었다.

(A) 요코하마 
(B) 야마하 
(C) 카라오케 (Correct Answer)

 (D) 오사카 

Question No.84 (Question Id - 5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한국 문학시에 작가들이 한국사람으로서 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르거나 아니면 협력한 행위를한
무리로 나타날 때 (               ) 불었습니다.

(A) 친일파 (Correct Answer)
 (B) 타파 

(C) 집체창작 
(D) 파편 

Question No.85 (Question Id - 3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고르십시오.

          김치에 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색은  (             ) 입니다.

(A) 갈색,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과 보라색 
(B) 보라색, 갈색, 흰색, 주황색과 파란색 
(C)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과 검은색 (Correct Answer)

 (D) 초록색, 분홍색, 검은색, 노란색과 파란색 

Question No.86 (Question Id - 9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          ) 에는 문화면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이시기의 문화적 경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탈춤, 판소리, 풍속화, 한글소설등 민중문화가 크게 성장한 것이었다.

(A) 조선 전기 
(B) 조선 후기 (Correct Answer)

 (C) 일제 감정기 
(D) 근대 계몽기 

Question No.87 (Question Id - 3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50-90도 정도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대중 시설입니다.

(A) 온돌방 
(B) 찜질방 (Correct Answer)

 (C) 냉방 
(D) 노래방 

Question No.88 (Question Id - 84)
다음 사자성어의 알맞은 뜻을 고르십시오.

        張三李四

(A) Great people 
(B) Superior 
(C) Diligent people 



(D) Ordinary people (Correct Answer)

Question No.89 (Question Id - 8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가장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Kim Dae-Joong started the Sunshine Policy.

(A) 햇볕 정책 (Correct Answer)
 (B) 햇빛 정책 

(C) 태양 정책 
(D) 일출 정책 

Question No.90 (Question Id - 89)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민주화 (I) Independence

(B) 일제시
대  

(II) Colony

(C) 식민지 (III) Period of Japanese Rule
(D) 독립 (IV)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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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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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91 (Question Id - 60)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소설‘무정’의 주인공은 (                  ) 입니다.

(A) 치섬 
(B) 이형식 (Correct Answer)

 (C) 이해조 
(D) 김첨지 

Question No.92 (Question Id - 27)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919년에 일어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                )입니다.

(A) 4.19 운동 
(B) 3.1 운동 (Correct Answer)

 (C) 새마을운동 
(D) 임진왜란 

Question No.93 (Question Id - 53)
다음 중 가장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A) 김동인    (I) 표본실의 청개려
(B) 정지용 (II) 빈처
(C) 염상섭 (III) 배따리기
(D) 현진건 (IV)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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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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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No.94 (Question Id - 75)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 중 탄산 음료인 것을 고르십시오.

(A) 콜라 (Correct Answer)
 (B) 소주 

(C) 막걸리 
(D) 백세주 

Question No.95 (Question Id - 70)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제는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                ) 바로 도서관에 갔다.

(A) 먹든지 
(B) 먹거나 
(C) 먹고나서 (Correct Answer) 
(D) 먹다 보면 

Question No.96 (Question Id - 95)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A)      언제부터인가 책을 많이 읽는 것과 밥을 많이 먹는게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B)      좋은 책을 골라 읽고, 읽은 후에 생각할 시간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C)      나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D)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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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C)-(B)-(A) 
(D) (B)-(D)-(A)-(C) 

Question No.97 (Question Id - 9)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할 건가요?

(B)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를 (                ) 갈 거에요.

(A) 보러 
(B) 만나러 
(C) 들러 
(D) 뵈러 (Correct Answer)

 

Question No.98 (Question Id - 87)
다음의 알맞은 번역을 고르십시오.

         임대인은 이 건물을 임대한다.

(A) The landlord leases this building. (Correct Answer)
 (B) The tenant rents this building. 

(C) The tenant buys this building. 
(D) The boss takes over the building 

Question No.99 (Question Id - 8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알맞은 한자를 고르십시오. 

         방송국

(A) 國 
(B) 局 (Correct Answer)



(C) 鞠 
(D) 鞫 

Question No.100 (Question Id - 4)
다음 중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높이다

(A) 낮추다 (Correct Answer)
 (B) 올라가다 

(C) 넓히다 
(D) 좁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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