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ЛИЦЕЙ НИУ ВШЭ 
 

Вторая часть комплексного теста  

Задание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БОР 2020 (11 класс) ДЕМО 

 

Выполните задания (20 балл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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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ли D) на вопросы, следующие за текстом. 

 

        한국에서는 보통 11 월이 되면 집집마다 김장을 합니다. 김장은 겨울이 되기 전에 추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서로 김장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 친구의 집에 가서 김장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가족들과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만드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김장은 한국의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1. 왜 사람들이 김장을 합니까? 

А. 김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입니다. 

B. 김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C. 겨울에 먹을 김치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D. 겨울에 이웃끼리 서로서로 돕기 위해서 입니다. 
 

2. 한국에서 김장을 보통 언제합니까? 

A. 늦여름 

B. 늦가을 

C. 초겨울 

D. 초봄 
 

3. 김장이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오랜 시간 김치를 만들어야 해서 

B. 한국의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C.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만들기 때문에 

D. 친구의 집에서만 해야하기 때문에 



4.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A. 보통 겨울에 김장을 합니다. 

B. 친구의 어머니께서 김치를 보내 주셨습니다. 

C. 다른 집에서 김장을 하면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D. 김장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빨리 끝났습니다. 
  

Задание 2.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и выберете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авиль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 (или утверждение)  
 

1. 사람들은 보통 일요일이 되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계속 누워 있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월요일에 피곤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에도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으면 집안에서 가볍게 운동을 해도 됩니다. 

A. 일요일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B. 대부분 사람들은 일요일에 텔레비전을 보 지않습니다. 

C. 일요일에 밖에 나가기 싫으면 집안에서 가볍게 운동을 해도 됩니다. 

D. 일요일에 잠을 많이 자면 월요일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2. 수영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수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 날짜와 장소를 바꾸려고 합니다. 새 날짜와 

장소는 금요일까지 문자 메시지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A. 수영 대회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B. 이번 주 토요일에는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수영 대회에 참가하려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D. 수영 대회 날짜만 바꾸려고 합니다. 
 

3. 지금은 학생들도 버스를 탈 때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냅니다. 하지만 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버스표가 있었습니다. 버스표는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한 번 사용한 

버스표는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버스표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두 번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표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 현금이 없으면 버스표를 살 수 없었습니다. 

B.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꼭 현금을 내야 합니다. 

C. 학생들이 한 번 사용한 버스표는 다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D. 버스표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하루에 세번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 아침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아침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오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아침 식사를 안 하면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A.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B.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도 됩니다. 

C. 아침에는 바쁘지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D. 에너지가 없으면 식사를 하는 것이 힘듭니다. 

 

Задание 3: Выполните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тест:  
 

Раскройте скобки, выбрав слово, подходящее по значению.  

1. 가: 어제 선생님을 못 만났습니까? 나: 네, 그래서 오늘 ( ) 학교에 갔습니다. 

A. 다시 B. 가끔 C. 제일 D. 너무 

2. 가: 비가 옵니다! 나: 네,우산을 ( ). 

A. 합니다 B. 씁니다 C. 가집니다 D. 놓습니다 

3. 가: 시장에 사람이 많습니까? 나: 네, 그래서 길이너무 ( ). 

A. 쌉니다 B. 작습니다 C. 복잡합니다 D. 친절합니다 
 

Вставьте в пропуск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ую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конструкцию. 

4. 펜을 쓰지 마세요. 연필( ) 쓰세요. 

A. 로 B. 이 C. 와 D. 에 

5. 동생이 일본에 있습니다. 편지를 ( ). 

A. 읽습니다 B. 만납니다 C. 배웁니다 D. 보냅니다 

6. 책을 (   ). 도서관에 갑니다. 

A. 빌립니다 B. 삽니다 C. 받습니다 D. 구합니다 

 

Задание 4: Ответьте письменно на вопросы. 
 

1)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어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경복궁은 어디에 있어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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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한국어를 왜 공부합니까?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