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ST - Niveau 2  

I. Grammaire, structure de phrases  

Choisissez la bonne réponse : 

1. 어디 (   ) 와요 ? 

a. 에  b.를  c.가  d.에서 

2. 한국말(   ) 공부해요. 

a.이   b.은  c.을   d.를    

3. 지금 식당(   ) 밥 먹어요. 

a.에   b.에게  c.에서  d.으로 

4. 대사관이  (  )니까 ? 

  a.멀  b.멉  c.멀음  d.멈 

5. 그 분은 일본어를 잘 (    ). 

a.하요  b.해세요  c.하시겠어요  d.하세요 

6. 학교까지 (     ). 

a.걷습니다   b.걷었어요  c.걸습니다  d.걸음니다 

7. 언제 한국에 도착(      ) ? 

a.하겠어요   b.했습니다  c.하셨어요  d.할 겁니다  

8. 내일 미국으로 떠(   ). 

a.나겠어요   b.나셨어요  c.났어요  .나셨습니다 

9. 이제 밥 먹으로 (    ). 

a. 가셨어요 b.갑시다 c.가십시다 d.가심니다 

10.  한국어를 잘 (    )  영어를 써요. 

a.모르지만  b.몰라도  c.모르니까  d.몰르고 

 

II. Vocabulaire, lexique  

Choisissez la bonne réponse : 

11 년 만에 친구를 보니까 (        ). 

a. 시원합니다  b.고맙습니다  c.반갑습니다  d.바쁩니다 

12. 지금 (   ) 시예요 ? 

a.  얼마  b.몇  c.어느  d.언제 



 

 

13.   (28)을 순 한국어로 읽으세요. 

          a.열 아홉  b.스물 아홉  c.서른 여덟  d.스물여덟 

14.  바람이 불어요. 문을 (   )주세요. 

a.닫아  b.열어   c.틀어   d.돌려 

15.  시험이 (   ),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a. 쉬어서 b.나빠서  c.어려워서 d.더워서 

       16.  목이 말라요. 물을 (    ), 

a. 놉니다  b.마셔요  c.합니다  d.입습니다 

       17.  9 시까지 학교에 가요.  (   ) 8 시 50 분이에요. 

a. 아직  b.이미  c.빨리  d.벌써 

       18.  비가 옵니다. (   )가/이 나쁩니다. 

a.날씨   b.얼굴  c.계절  d.나라 

       19. 이 옷의 (  )은 만원입니다. 

a. 숫자  b.얼마   c.값   d.직업 

       20. 아버지 어머니는 (   )입니다. 

a.자매   b.부모   c.형제  d.누나 

 

IIICompréhension écrite  

영수는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는 책도 많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영수는 책을 읽습니다. 숙제도 하고 신문과 잡지( i ) 봅니다. 

21 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공부   b.신문 보기  c.영화 보기  d.책 빌리기 

22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a. 영수는 친구를 만나러 도서관에 갔다. 

b. 도서관에는 사람들이 많다. 

c.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다. 

23( i )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a.가   b.도   c.을   d.에 

 

죤슨 씨는 토요일 오후에 친구 집에 갔습니다.  ( i ) 그 친구를 ( ii )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 iii )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도 들었습니다. 

24 죤슨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 

a. 바쁘게  b. 조용히 c. 슬프게 d. 기쁘게 

25 죤슨은 언제 친구 집에 갔습니까 ? 

a.월말  b.연말  c.주말  d.주일 

26( i )에 넣을 말은 무엇 입니까 ? 

a. 오랫동안  b. 오랫만에  c.오래   d.오랜만에 

27.  ( ii )에 들어갈 말은 ?  

   a. 만나므로  b. 만나서  c. 만나지만  d. 만나도록 

28.  ( iii ) 에 알맞은 말은 ? 

   a. 많은   b. 많는   c. 많게  d. 많한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주말마다 수영하( i ) 갑니다. 

빨리 주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29. ( i ) 에 들어갈 말은 ? 

a.려고   b.도록   c.러   d.려 

30 . 이 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a. 저는 수영을 가끔 합니다. 

b. 저는 주말을 기다립니다. 

c.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