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聽力部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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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答問題
題型

2

‘의문사에 맞는 대답 고르기’입니다. 이 유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왜’, ‘어떻게’

와 같은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這是「選出符合疑問詞的回答」的題型，是以「誰」、「何時」、「何地」、「何事」、

「為何」、「如何」等疑問詞為開始的題型。

누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언제 동작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어디서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무엇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왜 무언가 일이 일어난 이유나 누군가 무엇을 하는 이유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무언가 일어난 방식이나 누군가의 동작 또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誰 詢問人物相關資訊時使用。

何時 詢問動作發生的時間相關資訊時使用。

何地 詢問人物或物品的位置相關資訊時使用。

何事 詢問某人或某事相關資訊時使用。

為何 詢問某事發生的原因、或某人做某事的理由時使用。

如何 詢問發生的方式、某人的動作或某人做某事的方式時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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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네 / 아니요’로 대답하기보다 더 자세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答案需包含更詳細的資訊，此一題型不能使用「是或否」回答。

1.  대화를 듣기 전에 선택지를 읽으세요.

 핵심어를 확인하여 밑줄하고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2. 짧은 문장이므로 잘 들으세요. 

(1) 대화에서 사용한 의문사에 집중하세요.

(2) 대화의 핵심어를 메모하세요.

3.  선택지에서 정답을 선택하세요.

 ‘네’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1. 在聆聽對話前請先仔細閱讀選項。

 確認關鍵字後，在底下劃線並思考對話內容。

2. 請仔細聆聽短文。

 (1) 專心聆聽對話中使用的疑問詞。

 (2) 記錄在對話中出現的關鍵字。

3. 在選項中找出正確答案，不能使用「是」和「否」回答。

解題 
技巧

23232323232323323232323223233323232333233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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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어디(조사) 명사(조사) 동사?

哪裡〈助詞〉      名詞〈助詞〉      動詞？

回答

1. 명사(조사) 동사.

 名詞〈助詞〉      動詞。

2. 명사(조사) 명사(조사) 동사.

 名詞〈助詞〉      名詞〈助詞〉      動詞。

公 式

남대문에서 샀어요.

我在南大門買的。

答 案

答案 : ②

옷                    사다                    어제                    남대문                    동생

衣 買 昨天 南大門 妹妹

語 彙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 : 어디에서 이 옷을 샀어요? 

여자 :                                                                                                      

① 어제 샀어요. ② 남대문에서 샀어요.  

③ 동생이 샀어요. ④ 8시에 샀어요.

2-07.mp3

公式6   詢問場所的題型〈哪裡 +助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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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 : 어디에서 이 옷을 샀어요?　這些衣服是在哪買的呢？

질문 :   어디(조사) 명사(조사) 동사?

 哪裡〈助詞〉      名詞〈助詞〉      動詞？

여자 :                                         

대답 :   명사(조사) 동사.

 名詞〈助詞〉      動詞。

① 어제 샀어요. 我昨天買的。

② 남대문에서 샀어요. 我在南大門買的。

③ 동생이 샀어요. 妹妹買的。

④ 8시에 샀어요. 8點買的。

Tip

이 유형은 ‘어디’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장소 또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장소와 한국의 유명한 장소는 꼭 암기해야 합니다. 40쪽을 참고하세요.

此一題型是回答〝哪裡〞的問題，答案是場所或方向。請務必要記住一般場所與韓國著名的

景點，請參考 40頁。

套用公式

373737373737377373737373373777373737773773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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練習題 1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오늘 여행을 가요. ② 자전거 여행을 해요. 

③ 한국으로 여행을 가요. ④ 엄마와 여행을 해요. 

2-08.mp3

問題 哪裡〈助詞〉名詞〈助詞〉動詞？

回答
名詞〈助詞〉動詞。

名詞〈助詞〉名詞〈助詞〉動詞。

公 式

한국으로 가요.

我要去韓國。

한국으로 여행을 가요.

我要去韓國旅行。

答 案

答案 : ③

여행                  가다                  오늘                  자전거                  한국                  엄마

旅行 去 今天 自行車 韓國 媽媽

語 彙

여자 : 어디로 여행을 가요?（女子：你要去哪裡旅行呢？）

남자 :                                         （男子：                                        ）

聽

短

力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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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背單字！ - 場所與方向

1. 장소 場所

가게 商店 병원 醫院

경찰서 警察局 빵집 麵包店

공원 公園 사무실 辦公室

공장 工廠 사진관 照相館 

공항 機場 서점 書店

관광지 觀光地 수영장 游泳池 

교실 教室 시장 市場

극장 電影院 시청 市政府

기숙사 宿舍 식당 餐廳

기차역 火車站 약국 藥局

꽃집 花店  여행사 旅行社

노래방 KTV 영화관 電影院 

놀이공원 遊樂園 우체국 郵局

대사관 大使館 운동장 運動場

대학교 大學 은행 銀行

도서관 圖書館  정류장 車站

동물원 動物園 주유소 加油站

레스토랑 餐廳 주차장 停車場

매표소 售票處 지하철역 地鐵站

문구점 文具店 집 家

미술관 美術館 체육관 體育館

미용실 美髮院 커피숍 咖啡廳

박물관 博物館 학교 學校

방송국 電視台 호텔 飯店

백화점 百貨公司 회사 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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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圖畫
題型

6

1. 대화를 듣기 전에 그림을 잘 보세요. 

 (1) 그림을 보고 동작과 상황을 이해하세요. 

 (2) 그림과 관계있는 단어나 표현을 생각하세요.

2. 대화에서 그림에 관한 힌트를 찾아보세요.

 (1) 동작과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에 집중하세요.

 (2) 대화에서 사용된 그림과 관계있는 단어를 메모하세요.

3. 선택지에서 정답을 선택하세요.

1. 在聆聽對話前請先仔細看圖畫。

 (1) 看圖後理解圖片的動作與情況。

 (2) 思考和圖片相關的詞彙或表達方式。

2. 從對話中找出和圖片相關的提示。

 (1) 請多加注意說明動作與情況的表達方式。

 (2) 請記下與圖畫相關的詞彙。

3. 請在選項中找出正確答案。

解題 
技巧

‘적절한 그림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을 고르는 것입니다. 

這是「選擇適當圖畫」的題型。

聆聽兩人的對話後，選擇呈現內容最恰當的圖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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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式19   選擇交談場所的題型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여자 :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남자 : 저기 길 건너편에 있어요.

①   ②  

③    ④   

6-01.mp3

0100101010101000000000001000000999999999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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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잘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此類型最好的解題方式是理解圖片內容與掌握其中的狀況。

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세요.

1. 대화의 화제 또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2.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依照下列的方式彙整對話內容。

1. 對話的話題或情況是什麼呢？

2. 請確認雙方在對話中問答的內容。

公 式

‘어디예요’를 듣고 ‘길 건너편’을 가리키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聽到「在哪裡」後就能選擇「馬路對面」的圖片。

答 案

答案 : ①

버스                정류장                어디                저기                길                건너편

公車 車站 哪裡 那邊 路 對面

語 彙



111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남자 : 바지를 좀 줄여 주세요.

여자 :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①   ②  

③    ④   

1. 화제 또는 상황

話題或狀況

2. 설명 또는 반응

說明或反應

여자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남자 저기 길 건너편에 있어요.

Tip

이 유형에 등장하는 대화는 질문에 대답하기와 설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 모양, 행동 등을 잘 살펴보세요.

此題型是根據對話選出最相關的圖片，請仔細觀察圖片中出現的人物、物品的位置與形狀、

以及人物的行為等。

套用公式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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練習題 1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6-02.mp3

1. 화제 또는 상황

話題或狀況

2. 설명 또는 반응

說明或反應

여자 파마를 하러 왔는데요.

남자 손님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公 式

在人多的美容室中，一名女顧客和男店員說想要燙髮的圖片是正確答案。

答 案

答案 : ①

파마                오다                손님                많다                조금                기다리다

燙髮 來 客人 多 一點 等待

語 彙

여자 : 파마를 하러 왔는데요.（女子：我是來燙頭髮的。）

남자 : 손님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男子：目前客人很多，請稍等一下。）

聽

短

力

文

，請稍等一下。）



閱讀部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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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和內容相同的選項
題型

4

1. 먼저 세 개의 짧은 문장을 읽으세요. 

2. 각 문장에 등장하는 핵심어에 밑줄하세요. 

3. 문장에서 밑줄 한 내용을 선택지에서 확인하세요.

4. 각 문장의 내용과 같은 선택지를 선택하세요.

1. 先閱讀所有的短句。

2. 在各個句子的關鍵字底下畫線。

3. 檢查選項是否為句子中畫底線的內容。

4. 請選出和各句子內容相符的選項。

解題 
技巧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유형입니다.

각 문장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들을 읽고 글의 세부 내용과 같은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這是「選擇相同內容」的題型。

每個句子都是互相有關聯的內容，閱讀完句子後，選出和細節相同的選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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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式5   選擇和內容相同的選項

今天是弟弟的生日，所以我們和家人一起去餐廳吃飯，我買了一本書送給弟弟。

弟弟收到了生日禮物。

答 案

答案 : ①

동생           생일           그래서           가족           함께           식당           사다           주다 

弟弟 生日 所以 家人 一起 餐廳 買 給

語 彙

선택지는 문장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므로 문장에 나타난 핵심어를 선택지의 문장과 비

교하세요.

選項是重組句子的內容，因此請比較句子中出現的關鍵字和選項的句子。

각 문장 시간 장소 사람 물건 행위 이유 느낌

各個句子 時間 場所 人 物品 行為 理由 感覺

公 式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은 동생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동

생에게 책을 사 주었습니다.

① 동생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② 동생은 오늘 책을 샀습니다.

③ 저는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④ 저는 쇼핑하고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1771717171717777777777771777777555555555555555555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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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은 동생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동

생에게 책을 사 주었습니다.

今天是弟弟的生日，所以我們和家人一起去餐廳吃飯，我買了一本書送給弟弟。

각 문장 시간 장소 사람 물건 행위 이유

各個句子 時間 場所 人 物品 行為 理由

문장 1 오늘은 동생의
생일입니

다.

문장 2
식당에

가족과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문장 3
저는 

책을
사 주었습

니다.동생에게

① 동생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弟弟收到了生日禮物。

② 동생은 오늘 책을 샀습니다.  弟弟今天買了書。

저는 我

③ 저는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我和朋友一起去餐廳。

가족 家人

④ 저는 쇼핑하고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我逛完街就和家人一起去吃飯。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這是未知的內容。

套用公式

Tip

각 문장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세요. 각 문장에서 시간, 장소, 사람, 물건, 행위, 이유, 느낌을 확인하

세요.

請彙整各句子的詳細內容，檢查句子中的時間、場所、人物、物品、行為、理由、感覺等的

詞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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練習題 1

선택지는 문장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므로 문장에 나타난 핵심어를 선택지의 문장과 비

교하세요.

選項是重組句子的內容，因此請比較句子中出現的關鍵字和選項的句子。

각 문장 시간 장소 사람 물건 행위 느낌

各個句子 時間 場所 人 物品 行為 感覺

문장 1 주말에 산에
저는 /  
친구들과

갑니다.

문장 2 친구들과

김밥도 먹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문장 3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
다.

公 式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주말에 친구들과 산에 갑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김밥도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① 저는 친구들과 산에 자주 갑니다.          

② 저는 기분이 좋을 때 산에 갑니다. 

③ 저는 산에서 혼자 김밥을 먹습니다.   

④ 친구들과 산에 가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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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는 친구들과 산에 자주 갑니다 .  我經常和朋友一起去爬山。

週末

② 저는 기분이 좋을 때 산에 갑니다 .  我心情好時會去爬山。

只要去山上，心情就會很好。

③ 저는 산에서 혼자 김밥을 먹습니다 .  我獨自一個人在山上吃飯捲。

和朋友

④ 친구들과 산에 가면 즐겁습니다 .  和朋友一起去爬山我都覺得很開心。

我週末和朋友一起去山上，和朋友一起聊天，也一起吃了飯捲，心情真的很愉快。

答 案

答案 : ④

주말 산 친구 이야기                    김밥

週末 山 朋友 說話 飯捲

그러면                    기분                    좋다 즐겁다

如此一來 心情 好 愉快

語 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