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河北省普通高校专科接本科教育考试

朝鲜语专业考试说明

Ⅰ. 课程简介

一、内容概述与总要求

朝鲜语专业考试为朝鲜语专业专接本考试中的专业课，要求考生具备一定的朝鲜语专业

基础。

参加朝鲜语考试的考生应具有良好的朝鲜语专业基础，词汇量在 2000 以上，并熟练掌

握 1000 个以上的常用词汇，并能正确、熟练地运用常用单词及词组。；熟练掌握朝鲜语语

法、基本句型；具有较强的朝鲜语阅读理解能力；具有较强的朝汉互译能力；能够用朝鲜语

写出 200~300 字的文章。

二、考试形式与试卷结构

考试采用闭卷、笔试形式，全卷满分为 240 分，考试时间为 150 分钟。

（一）情景对话部分。形式为四选一型的单项选择题，根据对话内容选出正确的选项，总

分值为 20 分。

（二）词汇语法部分。形式为四选一型的单项选择题。总分值为 40 分。

（三）完形填空部分。形式为四选一型的单项选择题。总分值为 20 分。

（四）阅读理解部分。形式为 5 篇文章，有根据文章内容的选择题，为四选一型的单选题。

总分值为 40 分。

（五）翻译部分。形式为句子或短文或对话的朝汉互译。朝译汉为一篇短文（十个句子），

分值为 50 分；汉译朝为 5 个句子，分值为 30 分；翻译部分总分值为 80 分。

（六）写作部分。用朝鲜语写一篇 200~300 字的命题作文。总分值为 40 分。

Ⅱ. 知识要点与考核要求

一、情景对话

（一）知识范围

正确运用语法进行日常对话。

（二）考核要求

1．正确理解题中所给内容，并根据情节内容选出正确选项。

二、词汇、语法



（一）知识范围

词汇量在 2000 以上，并熟练掌握 1000 个以上的常用词汇，并能正确、熟练地运用常用

单词及词组。

（二）考核要求

1．掌握一定的单词量。

2．掌握词组搭配。

三、完形填空

（一）知识范围

1．数词中汉字数词和固有数词的理解和运用。

汉字数词: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이십, 삼십, 오십, 백, 천,

만 等。

固有数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

흔, 쉰等。

2．动词、形容词时态的理解和运用；冠形词的用法；各种语尾的理解和运用。

冠形词：이, 그, 저，무슨, 새, 한, 두, 경제적, 국제적, 그런, 모든 等。

连接语尾：–면/으면，–아서/어서/여서，–고，-려고/으려고，–다가，–게,-도록,

아/어/여야, -자마자, ㄹ/을수록, 거나, 느라고, ㄹ뿐더러, 듯(이), (으)려면,라면,

더라도, (으)니까, 다면/ㄴ다면/는다면, 지만, ㄴ/은/는데, (으)면서 等。

终结语尾：–ㅂ니다/습니다，–ㅂ니까/습니까，–십시오/으십시 오，–세요/으세요，

–아요/어요/여요，에요/이에요/예요，–네요，ㄹ까요/을까요，–지요，-ㄴ가요/-

은가요, -나요, -군요, -고요, -야, -ㄴ/은/는데요, -ㅂ/읍시다, -거든, ㄹ/을래, -

자 等。

冠形词形语尾：–ㄴ/은，–ㄹ/을，–는，–던 等。

3．格助词、补助词、接续助词的理解和运用。

格助词：가/이, 께서,을 /를, 의, 에, 에게, 께, 더러, 보고, 에서, 에게서, 한테서,

로부터, 에게로, 한테로, 로, 로써, 와, 과, 처럼, 만큼, 보다, 하고, 이랑, 고,

라고, 아, 야 等。

补助词：는, 은, 도, 만, 부터, 까지, 조차, 마다, 나마, 마는, 요, 그려, 그래, 나,

이나, 든지, (이)라도 等。

接续助词：와, 과, 하고, 며, 이며, 랑, 이랑 等。



4．朝鲜语的语态的理解和运用。

能动态：날다, 팔다, 밀다, 풀다, 잠그다, 놓다, 쓰다, 쌓다, 잡다, 관련하다, 수여하

다, 믿다, 좋다 等。

使动态：녹이다, 익히다, 웃기다, 재우다, 솟구다, 살리다, 해산시키다, 공부시키다,

놀라게 하다, 청하도록 하다 等。

被动态：날리다, 팔리다, 밀리다, 풀리다, 잠기다, 놓이다, 쓰이다, 잡히다, 관련되다,

수여되다, 믿어지다, 좋아지다 等。

5． 敬语知识的理解和运用。

主体敬语法：

1 对句子的主体表示尊敬。

2 主要形式：“-시-/-으시-”

客体敬语法：

1 对客体及动作涉及的间接对象表示尊敬。

2 主要形式：助词“께”或动词“ 드리다, 모시다, 뵙다,

드시다”

听者敬语法：

1 话者对听者表示尊敬。

2 主要形式：합쇼 体, 해요 体, 하오 体, 하게 体, 해라 体, 해 体

7．常用句型的理解和运用。

8．词与词的接续的理解和运用。

（二）考核要求

1．了解意义相近的助词。

2．了解意义相近的助动词。

3．理解动词的被动形式、可能形式、敬语形式。

4．理解使用授受动词。

5．掌握自谦敬语和尊他敬语。

6．掌握各种常用句型的接续和使用。

7．掌握敬体与非敬体。

8.时态的使用方法。

四、阅读理解



（一）知识范围

本部分为社会、经济、文化、教育、日常生活或科普类的朝鲜语文章。考生应能读懂不

同类型的文字材料（生词量不超过所读材料的 3%），包括信函、书刊和杂志上的文章，同

时还能读懂与自身学习或工作有关的文献、技术说明和产品介绍等。根据所读材料，考生应

能：1. 理解主旨要义；2. 理解文中具体信息； 3. 理解文中的概念性含义；4. 进行有关

的判断、推理和引申；5. 根据上下文推测生词的词义；6. 理解文章的总体结构以及单句之

间、段落之间的关系； 7. 理解作者的意图、观点或态度；8. 区分观点、论点和论据。

（二）考核要求

1．能够正确理解原文。

2．能够正确理解文章中连接段落或句子的接续词。

3．能够掌握文章中指示代词所指的含义。

4．能够掌握文章中心思想。

五、翻译

（一）知识范围

本部分为朝汉互译考核。一共 10 个句子，朝译汉或汉译朝，翻译时要求句子通顺，符

合朝鲜语或汉语的语法、表达习惯。

（二）考核要求

1．能够把一个朝鲜语句子翻译成通顺的汉语，要求用词准确，充分表达原句意思，没有漏

译或误译。

2．能够把汉语句子翻译成朝鲜语，要求运用正确的句型，用词准确，没有漏译或误译。

3．符合汉语、朝鲜语表达习惯。

六、写作

（一）知识范围

本部分为命题作文。

（二）考核要求

1．要求格式规范，标点正确，语句通顺，用词准确，内容切题，表达意思明确。

2．能够熟练运用各种句型，助词、助动词使用规范，接续准确。

3．整体上符合朝鲜语表达习惯。

4．字数 200~300 字。



Ⅲ.模拟试卷与参考答案

河北省普通高校专科接本科教育考试

朝鲜语模拟试卷

（考试时间：150 分钟）

（总分：240 分）

一、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각 2 점, 총 20 점).

1、가: 안녕하세요.

나:

A、안녕하세요.

B、죄송합니다.

C、잘 왔습니다.

D、좀 비쌉니다.

2、가: 안녕히 가세요.

나:

A、여기는 어디입니까?

B、안녕히 계세요.

C、처음 뵙겠습니다.

D、참 좋습니다.

3、가: 저는 김미선입니다.

나:

A、꽃집이 저기입니다.

B、빵집과 신발 가게가 있습니다.

C、만나서 반갑습니다.

D、김밥이 맛있습니다.

4、가: 미선 씨 집이 어디입니까?

나:

A、도석관에 갑니다.

B、잘 먹었습니다.

C、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D、서울에 있습니다.



5、가: 이 집 삼겹살이 왜 비쌉니까?

나:

A、시간이 없습니다.

B、맛이 있고 찾는 사람이 많다.

C、맛이 없고 비쌉니다.

D、사람이 많은데 맛이 없습니다.

6、가: 집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A、한국어책을 사려고 합니다.

B、소설책을 사겠습니다.

C、백화점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D、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7、가: 마리아 씨는 중국 사람입니까?

나:

A、네, 미국 사람입니다.

B、아니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C、5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D、저분이 김 선생님입니다.

8、가: 미선 씨, 오늘 만날까요?

나: 네, 오늘은 11 시에 만나요.

A、바쁘면 B、하면서 C、한가하니까 D、복잡해서

9、가:

나: 10 월 10 일이에요.

A、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B、김준호 씨 생일은 언제예요?

C、지금 몇 시입니까?

D、크리스마스는 몇 월 며칠이에요?

10、가:

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요.

A、모아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어요.



B、외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C、친구에게 왜 자주 자랑합니까?

D、유학을 왜 하세요?

二、다음 (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 총 40 점)

11、( ) 뵙겠습니다.이름은 김민수입니다.

A、처음 B、자주 C、그냥 D、별로

12、아침에 ( )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A、매우 B、아주 C、일찍 D、너무

13、다음 주가 동생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 )좋을까요?

A、타면 B、 하면 C、오면 D、팔면

14、선생님이 쉬( ) 조용히 하세요.

A、어서 B、으려고 C、를 D、도록

15、다음 학기가 ( )시작하는지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A、언제 B、무엇 C、무슨 D、어디

16、 학교에 ( )서점에 갔습니다.

A、갔고 B、갔으면 C、갔다가 D、갔다면

17、우리 가족은 다섯 ( )입니다.

A、개 B、 마리 C、켤레 D、명

18、선생님 덕분에 어려움을 ( ) 넘길 수 있었습니다.

A、순순히 B、당연히 C、감히 D、무사히

19、배가 ( ) 밥을 먹읍시다.

A、고프니까 B、 고파서 C、고프기 때문에 D、고프기 위해서

20、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 ) 2 시간쯤 걸려요.

A、를 B、로 C、가 D、을

21、이 옷이 저( ) 어울려요?

A、에게서 B、한테서 C、에서 D、에게

22、가방에 지갑을 ( ).

A、낳으세요. B、넣으세요. C、두세요. D、놓으세요.

23、이것은 컴퓨터( ) 아닙니다.

A、가 B、이 C、를 D、을



24、가: 비빔밥이 맛없어요?

나: 아니요,( ).

A、싸요 B、멋있어요 C、맛있어요 D、아파요

25、가: 수진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나: ( ).잘 모르겠는데요.

A、글쎄요. B、 그럽시다 C、그래요 D、괜찮아요.

26、가: ( ) 나라에서 왔습니까?

나: 중국에서 왔습니다.

A、무엇 B、어디 C、어느 D、언제

27、가: 이번 주말에는 뭘 할 거예요?

나: 기숙사( ) 청소를 하거나 책을 볼 거예요.

A、에 B、로 C、을 D、에서

28、가: 지금 꼭 가야 해요?

나: 아니요, ( ).

A、안 가야 해요. B、가면 안 돼요.

C、안 가도 돼요. D、가지 마세요.

29、가: 오늘 서점이 복잡할까요?

나: 네, 휴일이니까 아마 사람이 ( ).

A、많을 거예요. B、많으면 돼요.

C、많지 않았어요. D、많으면 돼요.

30、가: 어제 영화가 어땠어요?

나: 재미가 ( ) 저는 졸기만 했어요.

A、있어서 B、없어서 C、있었어서 D、없었어서

三、다음 (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 점, 총 20 점)

피터 씨는 부산( ① ) 삽니다. 지난 주말에는 혼자 제주도(  ) 여행을

(  ). 돈이 없( ④ ) 배로 갔습니다. 저녁 7 시에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주도까지는 배( ⑤ ) 11 시간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민박집에 갔습니다. 민박집에서 김치( ⑥ ) 햄으로 김치 볶음밥

( ⑦ )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 ⑧ )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수



영을 하( ⑨ ) 바다에 갔습니다. 민박집에서 바다까지 멀었습니다. 피터 씨는

길을 잘 몰라서 사람들( ⑩ ) 물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부산 바다와 아주

달랐습니다. 피터 씨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생선회도 먹었습니다.

31、( 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을 B、는 C、에 D、에게

32、(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로 B、한테 C、에게 D、가

33、(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가요 B、 올 거에요 C、옵니다 D、갔습니다

34、( ④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어서 B、으려고 C、지만 D、도록

35、( ⑤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으로 B、로 C、를 D、이

36、( ⑥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와 B、과 C、다가 D、거나

37、( ⑦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가 B、 마리 C、을 D、명

38、( ⑧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많이 B、너무 C、아주 D、참

39、( ⑨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러 B、 고 C、때문에 D、려면

40、( ⑩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한테서 B、로 C、에게 D、에서

四、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각 2 점, 총 40 점)

문장 1

사람들은 (① )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감정이 정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나다.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 가슴 윗부분에 강한 열이 올라온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진다. 반면에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팔과 다리의 체온이

떨어져 차가워진다. ( ② ) 행복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열이 골고



루 퍼져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몸이 너무 뜨거워지 거나 차가워지는 것은 건

강에 좋지 않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서 ( ③ ).

41、( 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두려운 B、다양한 C、슬픈 D、우울한

42、( ②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그러니 B、하지만 C、그러면 D、그리고

43、( ③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

B、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C、슬프거나 우울하다.

D、옷을 많이 입고 다녀야 한다.

44、본문의 중심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강정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

B、사람들은 온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

C、몸이 안 좋을 때는 감정의 변화가 심해진다.

D、즐거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장 2

( )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위에 지치면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 몸이 ( ① )지기도 합니다. ( ㄱ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산이나 바닷가로 갑니다. 내리쬐는 햇살속에서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고 수영

을 하거나 차가운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면 더위가 가시

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 ㄴ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서 주로 냉방이 잘

되는 곳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피서를 즐기기도 합니다.

( ㄷ )요즘은 베이징 사람들도 피서를 즐기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산

이나 바닷가, 또는 북쪽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노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등 각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무더운 여름을 보냅니다. ( ㄹ )학생들도 가까운



교외에 있는 초원이나 산으로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45、( 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건강해 B、날씬해 C、허약해 D、뚱뚱해

46、이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더위를 피하는 방법

B、더위에 지치면 짜증이 난다

C、베이징 사람들도 피서합니다

D、학생들과 캠핑가자

47、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근년에는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이상 기온이 나타나 몇 십 년만의 더

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A、 ㄱ B、ㄴ C、 ㄷ D、ㄹ

48、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 것을 고르십시오.

A、더위에 지치면 짜증이 많이 난다.

B、사람들은 여름에 집에 있는다.

C、베이징 사람들은 피서를 즐기지 않는다.

D、베이징 학생들은 산이나 바닷가에 여행을 간다.

문장 3

좋은 책은 사람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 줍니다. 책( ① ) 사람들은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게 되고 또 흥미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 ② ) 책을 많

이 읽는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에서 얻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읽는 책은 종이로 된 책보다 편리한 점이 많아서 많은 사

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저의 생명입니다. 저에게는 꽤 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을 빼면 제 재

산은 정말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지식



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정신적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만 있으면 독

서를 합니다. 한국 신문, 중국 신문, 한국 소설, 중국 소설, 한국 잡지, 중국 잡

지 등 가리지 않고 즐겨 읽습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 자신의 지식 수준도 높아

지고 식견도 넓어집니다.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면 갖가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49、( 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을 통해 B、을 위해 C、기 때문에 D、기 위해

50、( ②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그런데 B、그래서 C、그렇지만 D、그러면

51、본문의 중심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책을 빼면 내 재산은 보잘 것 없을 정도로 적다.

B、나는 독서를 매우 좋아하는데 마치 내 생명과 같다.

C、좋은 책은 사람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 준다.

D、인터넷이 발달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2、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 것을 고르십시오.

A、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B、요즘 사람들이 종이 책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C、독서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식견도 넓어집니다.

D、독서를 하다 보면 자신의 지식 수준이 낮아집니다.

문장 4

늦은 밤 높은 곳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았을 때 서울에서 가장 밝게 빛나

는 장소는 어디일까? 모두 잠든 어두운 밤에도 교통이 여전히 복잡하고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찬 장소는 바로 동대문 시장이다. 이 곳의 매력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필요한 것은 모두 다 구할 수 있으며, 다른 곳( ① ) 훨씬 싸게 구입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제나 최신 유행의 물건을 찾는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

어서 낮과 밤에 관계없이 젊음의 힘과 활기가 느껴지는 곳, 이것이 바로 동대



문 시장의 모습이다.

53、이글은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A、동대문 시장 B、남대문 사장 C、경복궁 D、명동

54、위 글에 따르면 동대문 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밝게 빛나기 때문에

B.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C. 젊음의 활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D. 유행하는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55、( 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고 B、보다 C、하고 D、이나

56、위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A. 동대문 시장은 밤에만 문을 연다.

B. 동대문 시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다.

C. 동대문 시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D. 밤늦게까지 동대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문장 5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잠을 잘 자

( ① ) 잠을 자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

한동안 게임을 하고 잠이 든 사람의 뇌를 관찰했는데, 잠이 든 후에도 오랫동

안 뇌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

이 들었다고 해도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잠을 자

( ② ) 뇌가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뇌가 휴식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깊

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57、( ①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니까 B、러 C、려고 D、려면

58、( ②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고 나서 B、기 전에 C、후에 D、게



59、여자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 유사 사례

B. 자신의 경험

C. 전문가의 의견

D. 관련 기관의 연구

60、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A. 뇌를 휴식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B. 뇌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면 잠을 자는 것이 좋다.

C. 잠들기 전에는 뇌에 자극이 되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

D. 게임은 기억에 오래 남아 뇌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五、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각 5 점, 총 50 점)

61、10 년 전에 한 유명한 가구 회사의 서랍장을 샀다. 62、쓰기 편하고 모양

도 마음에 들었다. 63、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64、

그런데 얼마 전에 손잡이가 떨어져서 회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65、며칠 후 서

랍장을 고치기 위해 수리 기사가 왔다. 66、그런데 그 수리 기사는 가구를 고쳐

주기는 커녕 나에게 짜증을 냈다. 67、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똑같은 모양의 손

잡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8、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서랍장을 계속 사

용하지 말고 새 서랍장을 하나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69、할머니 손때 많

이 묻었으니 버리기도 싫었다. 70、결국 나는 서랍장을 고치지 못한 채 수리 기

사를 그냥 돌려보냈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六、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각 6 점, 총 30 점)

71、 不是努力学习了嘛，会取得好成绩的。

72、 他的头脑非凡，即使称其为天才也不为过。

73、 星期二从第三节开始有韩语课。

74、不论是运动还是减肥，其目的都是为了拥有健康的体格。

75、 地上刚洒过水，稍不小心就可能滑倒，经过这里要小心点。

七、작문(40 점)

제목: <가장 친한 친구>

글자수: 200 자—300 자 이내



朝鲜语专业模拟考试参考答案

一、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각 2 점, 총 20 점).

1 2 3 4 5 6 7 8 9 10

A B C D B C B C B D

二、다음 (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 총 40 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 C B D A C D D A B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 B A C A C D C A B

三、다음 (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 점, 총 20 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C A D A B A C A A C

四、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각 2 점, 총 40 점)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B D B A C A A A A B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C C A C B A D B D C

五、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각 5 점, 총 50 점)

61、10年前我从一个有名的家具店买了一个柜子。

62、用起来很方便样子也喜欢。

63、所以一直到现在用的很满意。

64、但是不久前把手掉了所以向公司申请了维修。

65、几天后,修理工来修理抽屉柜。

66、但那位修理工不但不给修理家具,反而对我发脾气。

67、因为是太旧的东西,所以找不到一模一样的把手。

68、然后说,不要继续使用这么老的抽屉柜,不如买个新抽屉柜。

69、因为有奶奶的回忆所以我也不想扔掉。

70、结果, 我抽屉柜没修好, 就直接把修理技师送回去了。

六、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각 6 점, 총 30 점)

71、열심히 공부했잖아요.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겁니다.

72、그의 머리는 아주 비상해요.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3、화요일에는 3교시부터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74、운동이든지 다이어트든지 그 목적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기 위해서이다.

75、땅에 물을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나갈 때 조심

하세요.

七、작문(40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