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Learning Korean Course 

Self-evaluation Exercise 
 

<Level 2> 
 

 

 

*[1-25] X 4 

[1~4]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the example. 

<보기> 철수 씨는 버스(      ) 학교에 갑니다. 

       ① 를       ② 로        ③ 에서      ④ 부터 

 

1. 저 사람은 마이클 씨(      ) 아닙니다. 

① 가            ○2  이            ○3  을            ○4  에 

2. 다나카 씨는 어제 일본(      ) 갔습니다. 

① 에            ○2  에서           ○3  을            ○4  가 

3. 빌리 씨가 공원(      ) 축구를 합니다. 

① 은           ○2  에            ○3  으로            ○4  에서 

4. 저는 지금 친구(      ) 기다립니다. 

① 로            ○2  이            ○3  는            ○4  를 

 

[5-7]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the example. 

<보기> 책     책상      의자    선생님 

       ① 교실     ② 집         ③ 식당      ④ 은행 

 

 

5.  눈     코      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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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            ○2  옷           ○3  다리            ○4  얼굴 

6.  방    부엌    거실 화장실  

 

○1  집            ○2  학교         ○3  도서관          ○4  운동장 

 

7.  봄     여름     가을     겨울  

 

○1  과일          ○2  운동         ○3  노래            ○4  계절 

 

[8-10]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an example. 

<보기>  (       ) 어제 학교에 안 왔어요? 

       ① 왜         ② 누구       ③ 무슨      ④ 어느 

 

8. 가: (       ) 나라에서 왔어요? 

   나: 일본에서 왔어요. 

○1  언제          ○2  어느       ○3  어디           ○4  누구 

 

9. 가: 정은 씨, (       ) 꽃을 좋아하세요? 

   나: 저는 장미꽃을 좋아해요. 

○1  무엇           ○2  무슨         ○3  어디          ○4  언제 

 

10. 가:  (         )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동대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1  이번           ○2  다음        ○3  지난          ○4  너무 

 

[11-21]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an example. 

<보기> 가: 숙제가 있습니까? 

       나: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 

       ① 잡니다     ② 있습니다    ③ 없습니다     ④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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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도서관에 사람이 많습니까? 

나: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 

○1  큽니다              ○2  갑니다       

○3  옵니다            ○4  적습니다 

 

12. 가: 옷이 큽니까? 

나: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 

○1  작습니다              ○2  계십니다       

○3  실례합니다           ○4  반갑습니다 

 

13. 가: 알겠습니까? 

나: 아니요, 잘 ____________________ 

○1  살아요              ○2  알겠습니다       

○3  읽습니다           ○4  모르겠습니다 

 

14. 가: 학교에 언제 왔어요? 

 나:  9시에____________________. 

○1  먹었어요              ○2  끝났어요         

○3  도착했어요            ○4  기다렸어요 

 

15. 가: 오늘 무엇을 합니까? 

 나: 한국어를____________________. 

○1  만납니다                       ○2  갑니다  

○3  전화합니다                     ○4  가르칩니다 

 

16. 가: 서울대 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나: 친구들과 사진을 ____________________. 

○1  쓰고 싶어요                    ○2  찍고 싶어요 

○3  받고 싶어요                    ○4  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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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나오코 씨, ____________________? 

   나:  영화를 봅시다. 

○1  지금 할까요                   ○2  시험을 볼까요 

○3  오후에 뭐 할까요              ○4  무슨 영화를 볼까요 

 

18. 가: 빌리 씨, 이 구두 _________________? 

   나: 좋아요. 멋있어요. 

○1  어때요    ○2  뭐예요 

○3  얼마예요    ○4  어떻게 해요 

 

19. 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한 벌에 250,000원입니다. 

○1  모두 얼마예요   ○2  생선 얼마예요 

○3  이 침대 얼마예요   ○4  이 양복 얼마예요 

  

20. 가: 성호 씨,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운동 안 해요   ○2  안 운동했어요 

○3  운동하지 않아요   ○4  운동하지 않았어요 

 

21. 가: 언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났어요. 

○1  오후 토요일 지난주에           ○2  토요일에 오후 지난주  

○3  토요일 오후에 지난주           ○4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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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그림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O’ for true, ‘X’ for false. 

 

 

22.  책상 위에 사전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       ) 

23.  침대가 창문 옆에 있습니다.           (       ) 

 

[24-25]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Read the following and write ‘O’ for true, ‘X’ for false. 

왕영 씨는 매일 학생 식당에 갑니다. 

학생 식당 아주머니가 아주 친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왕영 씨?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잡채밥입니다. 

왕영 씨는 잡채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김치는 싫어합니다. 

“아주머니, 반찬 많이 주세요. 김치는 조금만 주세요.” 

아주머니가 웃습니다. 

 

24.  왕영 씨는 김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       ) 

25.  식당 아주머니는 친절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