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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Information

1. 시험 시작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Do not open the booklet until you are allowed to start.

2. 수험번호와 이름은 수험표와 같도록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Write your name and registration number on the answer sheet same as on

your test voucher.

3. 답안지를 구기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Do not fold the answer sheet; keep it clean.

4. 답안지의 이름 수험번호 및 정답의 기입은 반드시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여야 하,

며 답안의 정정시 수정테이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Use only the optical mark reader(OMR) pen to fill in on the answer sheet.

You may use a distributed whiteout to correct the answer sheet.

정답은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5. .

Fill in completely each circle with a clear mark on the answer sheet.

answer sheetanswer sheetanswer sheetanswer sheet ① ● ③ ④

6. 문제를 읽을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Keep quiet while answering the questions.

7. 질문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When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and wait till the test

administrator come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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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 2][1 2][1 2]～～～～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 (< > (< > (< >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보< 기>

불을 켜요불을 켜요불을 켜요불을 켜요( )( )( )( )

가요① ❷ 켜요 꺼요③ 써요④

1. 점(3 )

이게 이에요( ) .

밤① 방② 발③ 밥④

2. 점(4 )

이 있어요( ) .

둘① 돌② 달③ 들④

※※※※ [3 6][3 6][3 6][3 6]～～～～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 .< > .< > .< > . 각 점각 점각 점각 점( 3 )( 3 )( 3 )( 3 )

보< 기>

가 물이 있어요가 물이 있어요가 물이 있어요가 물이 있어요????：：：：

나나나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❶ 네 있어요, . 네 물이에요, .②

아니요 먹어요, .③ 아니요 물이 있어요, .④

3. 네 운동을 해요, .① 네 운동이 아니에요, .②

아니요 운동이에요, .③ 아니요 운동을 좋아해요, .④

4. 네 제 친구예요, .① 네 친구가 있어요, .②

아니요 안 아파요, .③ 아니요 친구가 아파요, .④

어휘문법․ 번 번(1 30 )～듣기 번 번(1 30 )～



제12회 한국어능력시험

2

5. 지금 아침이에요.① ② 네 여섯 시에 자요, .

여섯 시에 일어났어요.③ ④ 아니요 여섯 시가 아니에요, .

6. 과일을 사요.① 과일을 사겠어요.②

과일을 샀어요.③ 과일을 살 거예요.④

※※※※ [7 8][7 8][7 8][7 8]～～～～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 .

각 점각 점각 점각 점( 4 )( 4 )( 4 )( 4 )

보< 기>

가 안녕히 계세요가 안녕히 계세요가 안녕히 계세요가 안녕히 계세요....：：：：

나나나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안합니다.① 안녕히 계세요.②

실례합니다.③ ❹ 안녕히 가세요.

7. 네 접니다, .① 또 오세요.②

뭘 드릴까요?③ 네 그렇습니다, .④

8. 축하합니다.① 말씀하세요.②

죄송합니다.③ 감사합니다.④

※※※※ [9 11][9 11][9 11][9 11]～～～～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 >? < >? < >? < >

고르십시오 각 점고르십시오 각 점고르십시오 각 점고르십시오 각 점. ( 4 ). ( 4 ). ( 4 ). ( 4 )

보< 기>

가 몇 살이에요가 몇 살이에요가 몇 살이에요가 몇 살이에요????：：：：

나 스무 살이에요나 스무 살이에요나 스무 살이에요나 스무 살이에요....：：：：

❶ 나이 시간② 이름③ 날씨④

9. 일① 회사② 쇼핑③ 장소④

10. 학교① 음식② 취미③ 건강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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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라① 친구② 인사③ 여행④

※※※※ [12 14][12 14][12 14][12 14]～～～～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 > .? < > .

각 점각 점각 점각 점( 3 )( 3 )( 3 )( 3 )

보< 기>

가 뭘 찾으세요가 뭘 찾으세요가 뭘 찾으세요가 뭘 찾으세요????：：：：

나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나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나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나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

식당① 약국② 수영장③ ❹ 옷 가게

12. 공항① 여행사② 기차역③ 지하철역④

13. 집① 회사② 교실③ 시장④

14. 서점① 은행② 호텔③ 도서관④

※※※※ [15 17][15 17][15 17][15 17]～～～～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15. 여자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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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7. 손님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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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2][18 22][18 22][18 22]～～～～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 .

보< 기>

남자 학생이에요남자 학생이에요남자 학생이에요남자 학생이에요????：：：：

여자 아니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여자 아니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여자 아니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여자 아니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 ., ., .：：：：

남자는 학생입니다.① 남자는 영어를 배웁니다.②

여자는 영어를 배웁니다.③ ❹ 여자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18. 점(3 )

남자는 약속이 있습니다.① 여자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②

남자는 영화를 봤습니다.③ 여자는 지금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④

19. 점(3 )

여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①

② 남자는 지금 피곤합니다.

남자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③

④ 여자는 오늘 집에 빨리 갈 겁니다.

20. 점(4 )

① 남자는 기차표를 바꿨습니다.

② 다섯 시 기차표는 없습니다.

남자는③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④ 표를 바꾸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21. 점(4 )

남자는 까만색 바지를 살 겁니다.①

남자는 친구와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②

남자는 밝은 색 옷을 사고 싶어합니다.③

이 가게에서는 옷을 입어 볼 수 없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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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점(3 )

두 사람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①

여자는 건물 밖으로 나갈 겁니다.②

남자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③

④ 건물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23 24][23 24][23 24][23 24]～～～～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23. 여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② 여자는 남자에게 여행할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③ 남자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④ 남자는 여자에게 제주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24. 여자는 남자에게 길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①

남자는 여자에게 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②

여자는 남자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③

남자는 여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④

※※※※ [25 26][25 26][25 26][25 26]～～～～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25.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① 부탁② 감사③ 소개④

26.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 시간 동안 물이 안 나옵니다.①

물이 안 나온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②

주민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③

주민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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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8][27 28][27 28][27 28]～～～～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7.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4 )

가족① 주말②

직업③ 취미④

28.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 (3 )

남자는 컴퓨터 게임이 취미입니다.①

② 남자는 여자와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③ 남자는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남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④

※※※※ [29 30][29 30][29 30][29 3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9. 남자는 왜 한국에 왔습니까 점? (4 )

한국에서 일하려고①

태권도를 배우려고②

한국어를 공부하려고③

태권도를 가르치려고④

3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 (3 )

여자의 꿈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①

여자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합니다.②

남자는 일 년 후에 미국에 갈 겁니다.③

남자는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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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3][31 33][31 33][31 33]～～～～ 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 ( 3 )? ( 3 )? ( 3 )? ( 3 )

31. 병 원

① ② ③ ④

32. 여기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① ② ③ ④

33. 휴지 버리는 곳

휴지를 아껴서 쓰십시오.① 여기에 휴지가 있습니다.②

여기에 휴지를 버리십시오.③ 휴지를 가지고 가십시오.④

※※※※ [34 36][34 36][34 36][34 36]～～～～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 < >? < >? < >? < >

시오 각 점시오 각 점시오 각 점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보< 기>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친구는 배를 좋아합니다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친구는 배를 좋아합니다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친구는 배를 좋아합니다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친구는 배를 좋아합니다. .. .. .. .

가게① 식당② 음식③ ❹ 과일

34. 나는 만 원이 있습니다 동생은 오천 원이 있습니다. .

책① 돈② 사진③ 시계④

읽기 번 번(31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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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나는 운동화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구두를 샀습니다. .

옷① 신발② 과일③ 음료수④

36.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합니다 프랑스어는 재미있습니다. .

나라① 인사② 약속③ 외국어④

※※※※ [37 40][37 40][37 40][37 40]～～～～ 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기 와 같이 고르십시오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기 와 같이 고르십시오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기 와 같이 고르십시오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기 와 같이 고르십시오( ) < > .( ) < > .( ) < > .( ) < > .

보< 기>

이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릅니다이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릅니다이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릅니다이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릅니다( ) / . .( ) / . .( ) / . .( ) / . .

❶ 시계 사전② 나이③ 날짜④

37. 점(4 )

( 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는 곧 옵니다) . .

집① 역② 가게③ 교실④

38. 점(3 )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배가. ( ).

나쁩니다① 예쁩니다②

고픕니다③ 좋습니다④

39. 점(4 )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시험이 않았습니다. ( ) .

쉽지① 받지② 주지③ 어렵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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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점(4 )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 ) .

항상① 가끔② 요즘③ 이따가④

※※※※ [41 43][41 43][41 43][41 43]～～～～ 다음을 읽고 맞지다음을 읽고 맞지다음을 읽고 맞지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을 고르십시오것을 고르십시오것을 고르십시오것을 고르십시오....

41. 점(3 )

월에 여행을 합니다9 .①

월요일에 출발합니다.②

가을에 제주도에 갑니다.③

서울에 아침에 도착합니다.④

42. 점(4 )

우리서점에서 책을 샀습니다.① 한국어 쓰기 책도 샀습니다< > .②

책값은 모두 칠만 천 원입니다.③ 한국어 사전 이 제일 쌉니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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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점(3 )

김민수 씨가 아픕니다.①

약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②

월 일에 약국에 갔습니다9 5 .③

하루에 두 번 약을 먹습니다.④

※※※※ [44 46][44 46][44 46][44 46]～～～～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44. 방학에는 기숙사 식당이 쉽니다 학생 식당으로 가십시오 학생 식당은. .

학생 회관 층에 있습니다2 .

기숙사에는 식당이 없습니다.①

학생 식당 음식이 맛있습니다.②

기숙사 식당은 층에 있습니다2 .③

학생 식당은 방학에 쉬지 않습니다.④

45. 하나꽃집이 한국대학교 앞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꽃을 사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꽃집에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①

다음 주에도 선물을 드립니다.②

꽃집은 한국대학교에서 가깝습니다.③

꽃집이 한국대학교에서 이사했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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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은행에 갈 때는 아침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오후가 되면 사람이 많고.

복잡합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날은 가장 복잡합니다. .

은행에 언제나 손님이 많습니다.①

은행에는 아침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②

아침 시간에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③

매월 마지막 날에 은행에 가야 합니다.④

※※※※ [47 50][47 50][47 50][47 50]～～～～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47. 점(4 )

우리 가족은 모두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산에 갑니다 산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

산이 집에서 멉니다.①

일요일에 집에서 쉽니다.②

③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④ 우리 가족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48. 점(4 )

제 친구는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매일 치마를 입습니다 오늘도 파란색. .

치마를 입었습니다.

제 친구는 치마를 좋아합니다.①

제 친구는 오늘 바지를 입었습니다.②

제 친구는 파란색 옷을 좋아합니다.③

제 친구는 매일 파란색 치마를 입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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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점(3 )

요즘 친구와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 만드는 것.

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요즘 한국 요리를 배웁니다.①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②

친구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줍니다.③

토요일에 한국 요리를 배우러 갑니다.④

50. 점(4 )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편리하고 좋습니다.①

인터넷으로 친구와 물건을 삽니다.②

인터넷으로 친구에게 물건을 보냅니다.③

인터넷으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④

※※※※ [51 52][51 52][51 52][51 5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어수업은 시에시작합니다 그런데오늘나는 시 분에학교에9 . ( ) 9 15㉠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분 걸립니다 교통. ( ) 30 . ( )㉡ ㉢

사고 때문에 길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지하철로 학교에. ( )㉣

가려고 합니다.

51.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점. (3 )

하지만 오늘은 분 걸렸습니다50 .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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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점. (4 )

아침에 길이 막혔습니다.①

한국어 수업에 지각했습니다.②

③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④ 버스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 [53 54][53 54][53 54][53 5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유학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공부할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의, .

날씨와 음식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공부한 후에 유학을 가면 좋습니다, .

그러면 유학 생활이 편해집니다.

53.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유학 생활① 유학 준비②

유학 경험③ 유학 장소④

54.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유학 계획을 세운 후에 유학을 갑니다.①

유학을 가기 전에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합니다.②

③ 외국 역사를 공부하려면 유학을 가야 합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합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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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56][55 56][55 56][55 5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우리 집 앞에 행복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곳에 처음 가‘ ’ .

보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서는 쓰지. .

않는 물건을 필요한 물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작아서 못 입는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고 예쁜 손목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

여러분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행복한 가‘

게로 가 보십시오’ .

55. 은 무엇입니까?㉠

작고 예쁜 시계① 가게에 있는 물건②

사용하지 않는 물건③ 작아서 안 입는 옷④

56.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게에 물건을 모으려고①

어제 산 물건을 바꾸려고②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③

행복한 가게를 소개하려고‘ ’④

※※※※ [57 58][57 58][57 58][57 5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 ( 3 ). ( 3 ). ( 3 ). ( 3 )

피곤해서 청소하기 싫으십니까 청소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십니?

까 청소사랑으로 전화하십시오 청소하기 싫으신 분 시간이? ( ) ‘ ’ . ,㉠

없으신 분은 모두 청소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만 원이면 여러분의 집안‘ ’ .

이 깨끗해집니다 큰 집도 오만 원이면 청소 끝 청소사랑 지금부터 청. ! ‘ ’!

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청소사랑이 깨끗하게 청소해 드립니다. ‘ ’ .

청소사랑 02) 634 - 4720☎

57.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그러면① 그리고② 그러나③ 그래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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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연락처① 회사 이름② 청소 비용③ 청소 시간④

※※※※ [59 60][59 60][59 60][59 6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 ( 4 ). ( 4 ). ( 4 ). ( 4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까지 걸어가기

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

습니다 요즘은 나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가까운 거리도. .

차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는 걸어다닙니다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일주일.

에 두세 번 운동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껌을 씹고 커피를 마. ,

시고 싶으면 물을 마십니다.

59. 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②

회사가 집에서 가까워서③

버스 타는 것을 싫어해서④

60.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일찍 자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닙니다.②

회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③

일주일에 두세 번 운동을 합니다.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