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ЛИЦЕЙ НИУ ВШЭ 
 

Вторая часть комплексного теста  

Задание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2020 ДЕМО 

 

Выполните задания (20 баллов).  

 

Задание 1.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и выберите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ый ответ (A, B, 

C или D) на вопрос, следующий за текстом.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는 바다가 

있어서 여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전에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8 시표를 샀습니다. 이 기차는 오전 

10 시 50 분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부산역에서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수족관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은 바닷가 근처 콘드에서 자려고 합니다. 다음날에는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고 생선회와 매운탕을 먹겠습니다. 오후에는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절도 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 시에 출발하는 기차로 서울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왜 사람들이 여름 때 부산에 많이 갑니까? 

А. 부산은 바닷가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B. 부산에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C. 부산은 여름 때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D. 부산은 휴가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2) 부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A. 수족관 



B. 자갈치 시장 

C. 절 

D. 해운대 해수욕장 

3) 다음날에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까? 

A. 생선회와 멸치 

B. 초밥과 김밥 

C. 멸치과 설렁탕 

D. 매운탕과 생선회 

4) 서울로 돌아갈 때 어떤 교통을 타고 돌아갈 겁니까? 

A. 배 

B. 기차 

C. 비행기 

D. 버스 

  

Задание 2.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и выберете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авиль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 (или утверждение)  

1. 저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작게 말하려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다른 

사람보다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책과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A.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B. 제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 우리 할머니는 큰 목소리를 좋아하십니다. 

D. 사람들은 보통 제 목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2. 우리 동네에는 ‘웃음 극장’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극장에 갑니다. 

이곳에 가면 재미있는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은 들어갈 

때 돈을 내지 않고 나갈 때 돈을 냅니다. 이 극장에는 카메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찍습니다. 크게 많이 웃으면 돈을 적게 내고, 적게 

웃으면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A. 저는 웃음 극장에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B. 저는 기분이 좋으면 웃음 극장에 갑니다. 

C. 웃음 극장에서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D. 웃음 극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3. 걷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리만 움직이면서 걷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조금씩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A. 사람들은 걸을 때 온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B. 다리만 움직이면서 걷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C. 걷기 운동은 처음부터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D.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4.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빨리 결정하지 못합니다. 

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혼자서는 필요한 물건을 잘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결정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작은 일부터 

하나씩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A. 제 친구는 내 결정을 따라 합니다. 

B.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C. 저는 앞으로 친구와 함께 결정할 겁니다. 

D. 저는 혼자 물건을 고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Задание 3: Выполните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тест:  
 

Раскройте скобки, выбрав слово, подходящее по значению.  

1. 가: 뭘 시킬까요? 나: 비빔밥을 ( ). 

A. 놓읍시다  B. 가집시다  C. 요리합시다  D. 주문합시다 

2. 가: 학생들이 다 왔어요? 나: 네,( )왔어요. 

A. 모두   B. 다시   C. 어서   D. 아주 

3. 가: 민수 씨, 주말에 시간이 없어요? 나: 네,다음 주까지 ( ). 

A. 비싸요   B. 더워요   C. 바빠요   D. 적어요 

Вставьте в пропуск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ую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конструкцию. 

4. 구름이 없습니다. 오늘 ( ) 맑습니다. 

A. 가   B. 은   C. 과   D. 와 

5. 의미를 모르는 비싼 선물은 누구나 부담스러워 ( ). 

A. 할 리가 없다  B. 하는 법이다  C. 하기 따름이다  D. 한 적이 있다 

6. 가: 민수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 아니요,( ). 

A. 나빠요  B. 달라요  C. 쉬워요  D. 작아요 

 

Задание 4: Ответьте письменно на вопросы. 

1)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2)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에요？  



Задание 5: Напишите сочинение (150-200 слогов), описав картинку и ответив на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보통 친구와 어디에서 만납니까? 왜 그곳에서 만납니까?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