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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Korean Course 

Self-evaluation Exercise 
 

<Level 5> 
 

 

 

 
*[1-25] X 4 

[1~6]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갑자기 내린 (           ) 때문에 옷이 다 젖었어요. 

   ① 안개         ② 습기            ③ 태풍             ④ 소나기 

 

1. 요즘과 같은 (          )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① 장마  ○2  열대  ○3  환절기  ○4  일교차 

2. 돈을 (         )할 때는 여권이 필요해요. 

① 교환  ○2  취소  ○3  환승  ○4  환전 

3. 한국의 문화를 직접 (          )해 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① 체험  ○2  여행  ○3  관광  ○4  경치 

4. 편지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받는 사람에게 (       )을/를 줄 수 있어요. 

① 전달  ○2  우편  ○3  감동  ○4  기념 

5. 결혼 (          )을/를 보내드릴 테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대장  ○2  청첩장  ○3  연하장  ○4  초청장 

6. 기름값이 올라서 항공 (         )도 많이 올랐어요. 

① 비  ○2  값   ○3  요금  ○4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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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가: 어제 왜 늦게 잤어요? 

        나: 시험이 있어서 공부__________ 늦게 잤어요. 

       ① 하니까       ② 하면서      ③ 했지만       ④ 하느라고 

 

7. 가: 자전거 샀어요? 

 나: 아니요, 형이 ______________________. 

○1  탔어요              ○2  탈 거예요 

○3  타던 거예요        ○4  타고 있었어요 

 

8. 가: 쇼핑 가려고요? 

나: 네, 날씨가 ____________ 겨울 옷을 좀 사려고요. 

○1  추우면              ○2  추웠으니       

○3  추운 데다가         ○4  추워졌으니 

 

9. 가: 아이가 왜 자꾸 울까요? 

나: 자꾸 ________________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1  울면서               ○2  우는 바람에 

○3  우는 걸 보니까   ○4  울지 모르니까 

 

10. 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나: 근무 조건이 좋아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닌대요    ○2  다닐 만 해요          

 ○3  다닐 수 있나 봐요  ○4  다니게 될 거예요  

 

11. 가: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들어요? 

   나: 아니요, 방이 _____________ 창문이 없어서 답답해요. 

○1  작지만           ○2  작으므로  

○3  작은데다가          ○4  작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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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언제 유럽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나: _________________ 떠날 생각이에요. 

○1  방학하자    ○2  방학대로 

○3  방학하는 대로   ○4  방학이 시작할 텐데 

 

13. 가: 이 차는 색깔이 별로인 것 같아요. 

나: 자동차는 _______________________. 

○1  튼튼하고 싶어요         ○2  튼튼하기만 하면 돼요 

○3  튼튼하기에 좋아요   ○4  튼튼하면 색깔도 좋아요 

 

14. 가: 책상을 하나 사야겠어요. 

나: 책상을 _______________ 책꽂이도 하나 사는 게 어때요? 

○1  사는 김에               ○2  산다 하더라도 

○3  살만 하니까   ○4  사라고 한다면  

 

[15-16]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철수: 얼마예요? 

    -> 철수가 얼마 _________ 했어요. 

       ① 다고       ② 자고       ③ 냐고       ④ 이라고 

 

15. 선생님: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 선생님께서 너무 늦게까지 공부_______________고 하셨어요. 

○1  하라     ○2  한다   

○3  안 한다     ○4  하지 말라 

 

16. 빌리: 주말에 놀이 동산에 갈까요? 

  -> 빌리가 주말에 놀이 동산에 ____________고 했어요. 

○1  가자     ○2  갔다고   

○3  갈 거냐     ○4  가고 싶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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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면접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말 (㉠ 떨어요  / ㉡ 떨리네요). 

     -> _______㉡_______ 

 

17. 무서운 사람에게 계속 (㉠쫓기는 / ㉡ 쫓는) 꿈을 꾸었어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지금 새벽 1시니까 지하철은 (㉠ 끊었을 / ㉡ 끊겼을) 거예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친구들을 (㉠ 웃었 / ㉡ 웃겼)어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2] <보기>와 같이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여행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① 여행을 해서                 ② 여행을 하다가     

         ③ 여행을 하고 나서            ④ 여행을 하기 전에 

 

20.  방이 얼마나 작은지 손바닥만 하네요. 

○1  손바닥이다    ○2  손바닥 정도다 

○3  손바닥보다 크다   ○4  손바닥보다 작다 

 

21.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  폭우니까    ○2  폭우라서 

○3  폭우이므로    ○4  폭우 때문에 

  

22.  운전 면허를 따지 않는 한 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1  따면     ○2  따야 하고 

○3  땄으니까     ○4  따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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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혼 상대로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만이에요. 

○1  최고예요    ○2  포기하세요 

○3  제일 나빠요   ○4  이제 안 만나요 

 

[24-25]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편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사적인 편지와 공적인 

편지로 나눌 수 있다. 사적인 편지에는 안부 편지, 감사 편지, 격려 편지 

등이 있으며, 공적인 편지에는 공문, 초청장, 주문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적인 편지는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원하는 내용을 정확

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쓰는 것이 필

요하다. 먼저 공문은 회사나 기관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쓰는 편지

이다. 그래서 공문은 정해진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청장은 어떤 

행사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쓰게 된다. 이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

사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주문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주문하는 편지

로, 물건의 종류, 수량, 받기 원하는 날짜 등을 자세히 써야 한다. 

 

24.  윗글에서 편지를 사적인 편지와 공적인 편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

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종류 ○2  목적 ○3  공문 ④ 예의  

 

25.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1  공문은 특별한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  초청장에는 행사 내용과 행사 일시를 적어야 한다. 

 ○3  회사나 기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공문을 사용한다. 

 ○4  주문서를 쓸 때는 필요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