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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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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earning Korean because I like this one Korean movie star. I got interested in 

Korea because of her. Recently, a special travel package has been released where 

you can go on a bike trip with her from 1st to 3rd next month. It is an event intended 

to help neighbors who are financially struggling, so anyone can participate. So I 

will also submit the application form soon.) 

1. ( ㄱ ) 에 들어갈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고르십시오. 

1) 참여할 수 있습니다. (to be able to participate) 

2) 참여하지 못합니다. (can’t participate) 

3)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you/he/she/they/I participate) 

4) 참여하겠습니다. (I will participate) 

 

2. Select the right choice according to the passage. 

1) 특별한 여행 상품이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It’s a special travel package, so 

it’s expensive.) 

2) 저는 이미 여행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I already submitted the 

application and I’m waiting now.) 

3) 영화배우와 함께 하는 여행은 삼 일 동안 합니다. (The trip with the movie 

star will be three days.) 

4)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I study Korean, so I got 

interes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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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ssemble the following sentences in natural order. 

가) 그래서 저는 날마다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갑니다. (So I wear a cap/hat to go 

outside every day.) 

나) 모자를 열심히 찾았지만 없어서 새로 사야겠습니다. (I looked for it hard, but I 

couldn’t find it so I had better buy a new one.) 

다) 한국의 여름은 아주 덥고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Korea’s summer is very hot 

and the sunlight is very strong.) 

라) 그런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But I lost the cap/hat that 

I like yesterday.) 

Answer : 다) – 가) – 라) – 나)   

 

4. Reassemble the following sentences in natural order. 

(가)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3년간 썼습니다. (I’ve also been using 

my current cell phone for three years.)  

(나) 요즘 핸드폰은 비싸졌지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These days the cell 

phones became expensive, but they’re usable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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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It’s not a good habit to change phones often, but I can understand 

thos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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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of my acquaintances change their phone every 6 months.) 

Answer : 나) – 가)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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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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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ard to become friends with the person you’ve met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re is a way to make friends with them easily. That is to listen carefully to what 

they say and talk about something that person likes. And it’s also good to talk with 

a smiling face. If you talk while smiling, it makes the other person feel more 

comfortable, so you can talk about a lot of things and become close quick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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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listen carefully and talk about what he/she likes, the other 

person opens up easily.) 

1)  (ㄱ)  2)  (ㄴ)  3)  (ㄷ)  4  (ㄹ) 

 

6. Select the right choice according to the passage. 

1)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It’s good to talk with a smiling 

face.) 

2) 처음 만난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You can’t be friends with 

someone you met for the first time.) 

3) 처음 만난 사람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It’s hard to talk with someone 

you met for the first time.) 

4)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People hate a talkativ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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