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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14 한국어능력시험
The 14th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일반 한국어일반 한국어일반 한국어일반 한국어(S-TOPIK)(S-TOPIK)(S-TOPIK)(S-TOPIK)

초급(Beginner) A

2교시 이해 듣기 읽기( , )

수험번호(Registration No.)

이 름

(Name)

한국어(Korean)

영 어(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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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시 수정 테이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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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답은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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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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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아이아이아이 가 있어요가 있어요가 있어요가 있어요) .) .) .) .

오이① ❷ 아이 여유③ 여우④

1. 점(3 )

알① 말② 발③ 팔④

2. 점(4 )

장① 정② 종③ 중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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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가가가가 운동을 해요운동을 해요운동을 해요운동을 해요: ?: ?: ?: ?

나나나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❶ 네 운동을 해요, . 네 운동이 아니에요, .②

아니요 운동이에요, .③ 아니요 운동을 좋아해요, .④

3. 네 있어요, .① 아니요 많아요, .②

아니요 연필이 좋아요, .③ 네 연필이 아니에요, .④

4. 네 없어요, .① 책상이에요.②

집에 있어요.③ 아니요 안 해요, .④

5. 내일 만나요.① 친구를 만나요.②

다섯 시에 만나요.③ 커피숍에서 만나요.④

어휘문법․ 번 번(1 30 )～듣기 번 번(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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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 안 가요, .① 아니요 가까워요, .②

아니요 안 갔어요, .③ 네 학교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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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늦어서 미안합니다늦어서 미안합니다늦어서 미안합니다늦어서 미안합니다: .: .: .: .

나나나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안합니다.① ❷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③ 축하합니다.④

7. 네 반갑습니다, .① 네 좋겠습니다, .②

네 잘 부탁합니다, .③ 네 잘 먹겠습니다, .④

8. 감사합니다.① 죄송합니다.②

네 바꿔 주세요, .③ 네 호입니다,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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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 몇 살이에요몇 살이에요몇 살이에요몇 살이에요????

나나나나 :::: 스무 살이에요스무 살이에요스무 살이에요스무 살이에요....

❶ 나이 시간② 이름③ 날씨④

9. 이름① 요일② 과일③ 취미④

10. 집① 일② 나라③ 음식④

11. 학교① 날씨② 계절③ 여행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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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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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여기는 뭐가 맛있어요여기는 뭐가 맛있어요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 ?: ?: ?

나나나나 불고기가 맛있어요불고기가 맛있어요불고기가 맛있어요불고기가 맛있어요: .: .: .: .

극장① 병원② 회사③ ❹ 식당

12. 은행① 극장② 교실③ 서점④

13. 병원① 우체국② 옷 가게③ 신발 가게④

14. 약국① 공항② 대사관③ 여행사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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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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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7.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②

③ ④



초급 이해 듣기 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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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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남자남자남자 ::::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자여자여자여자 :::: 네 한국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네 한국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네 한국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네 한국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 ., ., .

남자는 학생입니다.① ② 여자는 학교에 다닙니다.

남자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③ ❹ 여자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18. 점(3 )

여자는 책을 읽을 겁니다.①

여자는 책을 주러 갑니다.②

남자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③

남자는 지금 도서관에 있습니다.④

19. 점(3 )

남자는 요즘 바쁩니다.①

여자는 야구를 잘합니다.②

여자는 자주 운동합니다.③

남자는 매일 야구를 합니다.④

20. 점(4 )

두 사람은 우체국에 있습니다.①

여자는 미영 씨를 못 봤습니다.②

남자는 미영 씨를 기다릴 겁니다.③

두 사람은 지금 우체국에 갈 겁니다.④

21. 점(4 )

지갑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①

지갑은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②

두 사람은 지금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③

남자는 여자의 지갑을 찾아 주었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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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점(3 )

여자는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①

남자는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②

두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③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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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삽니다.①

남자는 이 근처에서 일합니다.②

남자는 여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③

여자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④

24. 남자는 가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①

남자는 여자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②

여자는 쇼핑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③

여자는 가구 시장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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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남자가 전화를 하지 않아서①

남자와 한 약속을 바꾸고 싶어서②

남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서③

남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④

26.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약속 장소를 모릅니다.①

여자는 지금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②

여자는 일곱 시에 회사로 갈 겁니다.③

남자는 회사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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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야기입니까 점? (4 )

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②

교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③

날씨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④

28.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 (3 )

시청역 앞은 지금 길이 막힙니다.①

날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②

서울에는 지금 차가 많지 않습니다.③

오늘은 시청역으로 가는 차가 많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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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여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 (4 )

아파트 생활①

이사하고 싶은 집②

이사한 곳의 좋은 점③

아파트의 좋은 점과 나쁜 점④

3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 (3 )

여자는 오늘 남자의 집에 갈 겁니다.①

남자의 집은 지하철 역에서 가깝습니다.②

남자는 여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③

여자는 남자와 공원에서 산책을 할 겁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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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다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점[31 33] ? ( 3 )[31 33] ? ( 3 )[31 33] ? ( 3 )[31 33] ? ( 3 )～～～～

31. 식당

① ②

③ ④

32. 왼쪽으로 가십시오

① ②

③ ④

33. 회의 중

지금 회의를 하십시오.①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②

지금 회의를 할 겁니다.③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④

읽기 번 번(31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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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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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물세 살입니다 제 동생은 스무 살입니다저는 스물세 살입니다 제 동생은 스무 살입니다저는 스물세 살입니다 제 동생은 스무 살입니다저는 스물세 살입니다 제 동생은 스무 살입니다. .. .. .. .

요일① 날짜② ❸ 나이 동생④

34.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 친구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

이름① 나라② 시간③ 가족④

35.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

물건① 운동② 과일③ 동물④

36. 길에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탑니다. .

장소① 교통② 고향③ 약속④

※※※※ [37 40][37 40][37 40][37 40]～～～～ 보기 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보기 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보기 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보기 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 > .< > .

보< 기>

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는 곧 옵니다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는 곧 옵니다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는 곧 옵니다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는 곧 옵니다( ) . .( ) . .( ) . .( ) . .

❶ 역 집② 가게③ 교실④

37. 점(4 )

( )에서 바지를 삽니다 바지가 멋있습니다. .

빵집① 학교② 옷 가게③ 신발 가게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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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점(3 )

여름입니다 날씨가. ( ).

덥습니다① 많습니다② 적습니다③ 높습니다④

39. 점(4 )

( ) 오세요 약속에 늦었어요. .

빨리① 먼저② 벌써③ 일찍④

40. 점(4 )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 ) .

나쁜① 예쁜② 멋없는③ 어려운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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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가 없습니다.①

커피는 원입니다600 .②

여기는 커피숍입니다.③

주스와 콜라는 원입니다700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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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점(4 )

영화를 층에서 봅니다11 .①

금요일에 영화관에 갑니다.②

영화는 시 분에 시작합니다16 20 .③

가을 사랑은 영화 이름입니다‘ ’ .④

43. 점(3 )

저녁에 이사를 할 겁니다.①

일요일에 파티를 할 겁니다.②

안나 씨가 초대장을 썼습니다.③

안나 씨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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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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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학교가 산에 있습니다.①

산에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②

사람들이 산에 많이 갑니다.③

사람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합니다.④

45. 토요일이 누나 생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나에게 줄 시계를 샀습니다. .

그렇지만 동생은 돈이 없어서 선물을 못 샀습니다.

누나의 시계는 비쌉니다.①

나는 누나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②

나는 동생과 함께 선물을 샀습니다.③

누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④

46. 아파트 근처에 새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도서관 층에서는 잡. 1

지를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에서는 부모와 아. 2

이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아주 좋아.

합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갈 수 없습니다.①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②

아파트 사람들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③

도서관의 모든 층에 컴퓨터가 있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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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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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가 춥고 눈이 옵니다 밖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나가지 않을. .

겁니다.

집에 있고 싶습니다.① 사람들이 피곤합니다.②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③ 밖에서 놀고 싶습니다.④

48. 점(4 )

저는 친구의 사진을 봤습니다 바다가 아주 예뻤습니다 저도 기차를. .

타고 거기에 갈 겁니다.

친구의 사진이 예쁩니다.① 저는 기차를 탈 겁니다.②

저는 바다에 가고 싶습니다.③ 저는 친구를 보고 싶습니다.④

49. 점(3 )

우리 집은 시장 옆에 있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집을 찾으러 갔습니다. .

저는 잠을 잘 못 잡니다.① 저는 큰 소리를 좋아합니다.②

저는 시장에 가고 싶습니다.③ 저는 다른 집에 살고 싶습니다.④

50. 점(4 )

우리는 매일 말을 합니다 말로 우리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도 있고 기분 나쁜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①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②

말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③ 기분 나쁜 말을 듣지 마십시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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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52][51 52][51 52][51 5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에게

저는 오늘 집에 왔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수미 씨 제가 아플. . ,

때 병원에 와 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에 다시 나갈.

겁니다 학교에서 만납시다. !

안녕히 계세요.

월 일9 21

노리코 씀

51. 이 글은 어떤 글입니까 점? (3 )

편지① 일기② 안내문③ 광고문④

52.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점. (4 )

노리코 씨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①

수미 씨가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②

노리코 씨는 다음 주에 학교에 갈 겁니다.③

수미 씨가 노리코 씨를 보러 집에 왔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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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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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가 있는 사람은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미가.

같은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하게 살고 싶으면 취미를 가져 보십시오.

53.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취미와 친구①

취미와 시간②

취미 생활과 건강③

취미 생활과 운동④

54.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취미 생활을 혼자서 못 합니다.①

친구들은 취미가 같아야 합니다.②

건강해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③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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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해외여행』
요즘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해외여행.『 』은

( ㉠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은 외국의) .

유명한 곳 음식 호텔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 .

인사말도 소개하고 있고 아름다운 사진들도 보여 줍니다 이 책이 여러분.

의 즐거운 여행을 도와 드릴 겁니다.

김수경 글 원/ 7000

55.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외국 여행을 준비하는①

외국 호텔에서 일하는②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③

외국 여행을 해 본 적이 있는④

56.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호텔에서 이 책을 살 수 있습니다.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②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③

이 책에서 다른 나라의 인사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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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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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십니까? ( ㉠ 가족)

신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미있는 가족 여행이나.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신문에 써 보십시오. .

가족의 생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편지를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57. 에 들어갈 말을 고르십시오.㉠

그리고① 그러면②

그래서③ 그렇지만④

58.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신문에 편지를 씁니다.①

가족들이 매주 한 번 모여서 이야기합니다.②

가족 신문을 만들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③

가족 신문에 학교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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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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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에서 월 일에 부산 영화제가 시작됩니다10 2 ‘2008 ’ . ( ㉠ )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온.

배우들을 보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 ㉢ 그리고 밤 열두 시)

부터 영화를 낮보다 싸게 볼 수 있습니다. ( ㉣ 영화를 사랑하는 사)

람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59.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를 소개하는 축제입니다.

① ㉠ ② ㉡ ③ ㉢ ④ ㉣

60.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영화제는 밤 열두 시까지 열립니다.①

부산 사람들은 영화를 싸게 볼 수 있습니다.②

영화제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③

영화를 보고 배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