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ST – Niveau 3 

I. Grammaire, structure de phrases  

Choisissez la bonne réponse : 

1. 종합운동장에 가(  ) 합니다. 

a.다고  b.러  c.니까  d.려고 

2. 몇 년 (   ) 귀국하십니까 ? 

a.동안  b.까지  c.만에   d.에    

3.  지하철은 몇 분 (  ) 와요 ? 

a.에서  b.간  c.마다  d.에 

4.  제 시간에 가(   ) 일찍 일어나야 해요. 

a.려고  b.려면  c.는데  d.면서 

5.  이 편지가 누구 (    ) 왔을까 ? 

a.한테  b.에게  c.에서  d.한테서 

    6.  답장을 잘 (    ) 그래요. 

a.쓰니까   b.쓸테니까  c.쓰지만  d.쓰서 

7.  약을 (   ) 먹었어요 

a. 샀다가  b.사려다가  c.사다가  d.사려고  

8. 거짓말 (   ) 안 돼요. 

a.하면   b.해서  c.하지만  d.하면서 

9.  꽃을 이 병(   ) 꽂을까요 ? 

 a. 으로  b.에다  c.에서  d. 에게 

10.   차를 마(   ) 여기 해요. 

a.실테니  b. 시지만   c.시면서  d. 시면 

 

II. Vocabulaire, lexique  

Choisissez la bonne réponse : 

11 오늘은 (   )가/이 흐려요. 

a. 마음 b.기분  c.날씨 d.색 

12 단풍이 (     ) 물 들었어요. 

a. 파랗게  b.빨갛게  c.하얗게  d.까맣게 



 

 

13.   (49)을 순 한국어로 읽으세요. 

           a. 서른 일곱  b.예순 아홉  c.쉰 여덟  d.마흔아홉 

14.   내일은  (   )하니까 극장에 가요 

a. 한가  b. 허무  c. 조용  d.부탁 

15.   여보세요, 잘 안 (   ). 

a. 들리세요  b.들어요  c.들려요  d.들러요 

       16.  내일은 약속을 (    ) 못 하겠어요. 

a. 지우지  b.지키지 c.서두르지  d. 세우지 

       17.  저 (  )이 63 빌딩이지요 ? 

a.집  b.그늘  c.극장  d.건물 

       18.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이 (     ). 

a.밀려요  b.밀어요  c.미끄러워요  d. 밀러요 

       19.  한국 노래를 하나 (   ) 주세요. 

a. 불어  b. 보여  c. 불러  d. 부러 

       20.  선생님 덕분에 오늘은 (   )을 했습니다. 

a. 과식  b.별식  c.양식  d. 초식 

 

III. Compréhension écrite  

저, 죤슨은 여기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참, 두분 결혼을 ( i )으로 축하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21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 

a. 외국의 친구가 죤슨에게    b. 죤슨이 한국 사는 친구에게  

c,  한국 친구가 죤슨에게      d. 죤슨이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22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a. 죤슨씨는 고향 생각을 많이 한다. 

b. 죤슨씨는 한국을 그리워한다. 

c. 죤슨은 친구 결혼식에 갈 것이다. 



 

 

d. 죤슨이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되었다. 

23 죤슨은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a.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b. 한국 생활을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c.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d. 고향이 그리워서 

24( i )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a. 한심   b.진심   c.결심   d.수심 

25 죤슨씨 고향은 어느 나라로 보입니까 ? 

a. 일본  b. 한국  c. 브라질  d. 미국 

          

      한국 음식은 수저로 먹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 i ) 써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 ii )사람이 수저를 든( iii )에 들어야 합니다. 

26( i )에 들어 갈 말은 ? 

a. 바쁘게  b. 천천히 c. 조용히 d. 따로 

27( ii )에 맞는 말은 ? 

a.옆   b.앞   c.윗   d.뒷 

28( iii )에 넣을 말은 무엇 입니까 ? 

a. 전   b. 앞   c.뒤  d 이전 

29 . 이 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a. 한국음식을 먹을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b. 한국음식은 숟가락만으로 먹습니다. 

c. 한국음식을 먹을 때는 칼이 있어야 합니다. 



 

 

d. 아이들은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저를 듭니다. 

30.다음 중 한국 음식이 아닌 것은 ? 

a. 설렁탕   b.육개장   c.물만두   d.비빔밥 

 

 

***************************************  

QUESTIONS 30 

Votre score se situe entre 30 et 25 bonnes réponses :  

L’accès au niveau demandé est autorisé sans problème. 

 Votre score se situe entre 25 et 20 bonnes réponses : 

Vous aurez peut-être besoin d’étudier à nouveau quelques points de grammaire 

ou de vocabulaire, mais vous pouvez suivre le niveau demandé. 

Votre score se situe en dessous de 20 bonnes réponses :  

 Veuillez prendre contact avec nous pour décider avec l’enseignant référent du 

niveau à suivre qui vous conviendrait le mie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