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Learning Korean Course 

Self-evaluation Exercise 
 

<Level 3> 
 

 

 

 
*[1-25] X 4 

[1~4]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the example. 

<보기> 밖에서 이상한 (      )이/가 납니다. 들으셨어요? 

       ① 소리      ② 소식       ③ 계획       ④ 감기 

 

1. 다음 주에는 추석 (    )이/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에 가실 거예요? 

① 날짜          ○2  축하           ○3  연휴          ○4  초대 

2. 요즘은 (        )이라서 날마다 비가 와요. 

① 휴가철        ○2  장마철      ○3  가을철   ○4  이사철 

3. 머리가 아파서 약을 사러 (         )에 가요. 

① 병원          ○2  약국          ○3  안약           ○4  처방전 

4. 이번 (        )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떡국을 먹을 거예요. 

① 기간          ○2  행사           ○3  설날          ○4  크리스마스 

[5-7]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an example. 

<보기> 하늘에서 내립니다. 겨울에 많이 옵니다. 

       ① 눈        ② 비        ③ 해        ④ 달 

 

5.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  군인            ○2  교수           ○3  경찰관       ○4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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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에서 일합니다. 의사와 함께 환자를 돕습니다. 

 

○1  간호사           ○2  미용사        ○3  경찰관        ○4  공무원 

 

7.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1  이모             ○2  아저씨        ○3  외삼촌        ○4  아버지 

 

[8-16]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a proper answer as an example. 

<보기> 가: 아침에 뭐 했어요? 

<보기> 나: 운동을 ____________ 아침을 먹었어요. 

       ① 해서       ② 하고      ③ 하니까       ④ 하지만 

 

8. 가: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나: 바람이 ___________ 비가 옵니다. 

○1  불고          ○2  부니까         ○3  불어서        ○4  불겠고 

 

9. 가: 어제 정은 씨 집에서 뭐 했어요? 

   나: 스파게티를 _____________ 같이 먹었어요. 

○1  만들고        ○2  만드니까      ○3  만들어서       ○4  만들지만 

 

10. 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나: 네, 사용하지____________________. 

○1  맙시다        ○2  마세요        ○3  않았어요       ○4  않을게요 

 

11. 가: 김 선생님께서 정은 씨 생일 파티에 오실까요? 

나: 아마  _____________ 못 오실 거예요. 

○1  바빠서              ○2  바쁘고       

○3  바쁘지만           ○4  바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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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 교통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_______________ 것 같아요. 

○1  고르는              ○2  싸우는       

○3  모르는           ○4  기다리는 

 

13. 가: 요즘 바쁜데 아르바이트도 해요? 

 나:  네, 용돈을 ______________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1  벌러               ○2  벌고         

○3  벌려고            ○4  벌어서 

 

14. 가: 언제 영화를 봐요? 

 나: 저는 ____________ 영화를 봐요. 

○1  심심한데                       ○2  심심할 때  

○3  심심하다가                     ○4  심심하니까 

 

15.  가: 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똑바로 __________ 두 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1  가면     ○2  갈 때 

○3  가는데    ○4  가다가 

 

16. 가: 면접을 볼 때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나: 정장을 _____________________. 

○1  입고 싶어요   ○2  입기로 해요 

○3  입어야 해요   ○4  입으려고 해요 

 

 

[17-20] <보기>와 같이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word that is similar to the word underlined. 

<보기>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① 봅니다      ② 칩니다      ③ 내립니다     ④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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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요일마다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요. 

○1  사러     ○2  보러 

○3  주러     ○4  쓰러 

 

18. 어제 우체국에 가서 친구 생일 선물을 소포로 보냈어요. 

○1  썼어요    ○2  부쳤어요 

○3  지냈어요    ○4  만들었어요 

  

19. 내일 시험은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늦지 마십시오. 

○1  놀지 마십시오   ○2  전하지 마십시오 

○3  떠나지 마십시오   ○4  지각하지 마십시오 

 

20.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무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1  설명하고 싶어요   ○2  시작하고 싶어요 

○3  취직하고 싶어요           ○4  이용하고 싶어요 

 

[21-22]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어제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빌리 씨는 자주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숙제를 할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모하메드 씨는 집이 학교에서 멉니다. 그래서 자주 지

각을 합니다. 모하메드 씨는 “내일은 학교에 늦지 않을게요.”하고 약속했습

니다. 하이 씨는 담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이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게요.”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빌리 씨는 쓰기 숙제를 잘 했습니다. 모하메드 씨는 8시 59분에 교실

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이 씨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이 씨는 오늘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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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윗글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하이 씨는 담배를 피웁니다. 

○2  빌리 씨는 항상 숙제를 잘합니다. 

○3  모하메드 씨는 학교 근처에 삽니다. 

○4  모하메드 씨는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 

 

22.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약속이 없습니다.  ○2  약속이 많습니다. 

○3  약속을 바꿨습니다.  ○4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3-25]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나오코: 왕영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왕영  :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왜요? 

나오코: 왕영 씨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왕영  : 어떤 사람인데요? 

나오코: 착하고㉠____________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왕영  :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나오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는 건 어때요? 

왕영  :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__________ 일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코: 그러면 세 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왕영  : 좋아요. 그럼 그때 봐요. 

 

23. ㉠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똑똑한   ○2  멋있는 

○3  무거운   ○4  잘 생긴 

 

24.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하러    ○2  하니까 

○3  하려고   ○4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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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1  왕영 씨는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2  나오코 씨가 소개해 줄 사람은 운동과 노래를 잘합니다. 

○3  왕영 씨는 친절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4  왕영 씨와 나오코 씨는 토요일 세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