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ginner2_Reading Comprehension (www.explorekorean.net)  

[1~2] 저는 한국인 영화배우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영화배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그 영화배

우와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이 특별 여행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

는 행사라서 누구든지 (   ㄱ   ). 그래서 저도 곧 신청서를 낼 겁니다. 

 

1. ( ㄱ ) 에 들어갈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고르십시오. 

1)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참여하지 못합니다. 

3)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4) 참여하겠습니다. 

 

2. Select the right choice according to the passage. 

1) 특별한 여행 상품이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2) 저는 이미 여행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영화배우와 함께 하는 여행은 삼 일 동안 합니다. 

4)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3. Reassemble the following sentences in natural order. 

가) 그래서 저는 날마다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갑니다. 

나) 모자를 열심히 찾았지만 없어서 새로 사야겠습니다. 

다) 한국의 여름은 아주 덥고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라) 그런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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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ssemble the following sentences in natural order. 

(가)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3년간 썼습니다. 

(나) 요즘 핸드폰은 비싸졌지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다) 전화를 자주 바꾸는 습관은 좋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

니다. 

(라)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핸드폰을 바꿉니다. 

 

[5~6] 처음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친구가 되

는 방법이 있습니다. ( ㄱ ) 그건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그 사람

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ㄴ) 그리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ㄷ)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ㄹ) 

 

5.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을 고르십시오.  

(Which part does the following sentence best fit in the passage?)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좋아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쉽게 마음

을 엽니다. 

1)  (ㄱ)  2)  (ㄴ)  3)  (ㄷ)  4  (ㄹ) 

 

6. Select the right choice according to the passage. 

1)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처음 만난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3) 처음 만난 사람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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