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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o 2.  

Lea el texto, elija la opción correcta y márquela con una cruz (X). 

나는 한국에 살면서 여러 계절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즐겁다. 학교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계절을 

말해 준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이 봄이 온 것을 알려 주고 여러 가지 초록색 나무들은 

여름의 시작을 말해 준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옷을 바꿔 입는다. 찬 

바람이 불면 빨갛고 노란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들은 옷을 모두 벗는다. 겨울이 되면 옷을 

벗고 추워하는 나뭇가지 위에 하얀 눈이 내린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도 봄, 여름, 가을에 

보는 꽃과 나무처럼 아름답다.  

지난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까운 산에 갔다 왔다. 처음 올라갈 때는 좀 추웠지만 걸으니까 점점 

괜찮아졌고 기분도 좋아졌다. 며칠 전에 내린 눈 때문에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내려올 때는 

조심하면서 천천히 내려왔다. 나무들은 눈 속에서 조용히 봄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나도 

나무들처럼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10.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a) 한국의 나무들 

     b) 등산 여행 

     c) 4 계절 

11. 지금은 어느 계절입니까? 

     a) 봄  

     b) 가을  

     c) 겨울  

12. 읽은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a) 학교에 있는 나무들은 항상 초록색이다.   

     b) 가을에 피는 꽃들은 빨간색, 노란색이다. 

     c) 지난 주말에 산에 갔는데 눈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와야 했다.  

 

Texto 3.  

Lea el texto y decidí si las afirmacions que le siguen son Verdaderas o Falsas. Marque la opción 

correcta con una cru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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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는 지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학교에서 너무 멀고 시장 앞에 있어서 

항상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토니는 조용하고 공원이 근처에 있고, 학교에서도 가까운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면서 임대료도 싼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 민호는 그런 조건에 맞는 싼 집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같이 가 보자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가하니까 같이 집을 구하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호와 함께 학교 근처 부동산을 여러 곳 가 봤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어떤 집을 

원하냐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용한 집은 비싸고, 

싼 집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학교 후문에 있는 주택의 2 층 방을 보았습니다. 정원에 나무와 꽃이 많이 있어 공원 

같은 집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한 편이고 주인아주머니도 아주 친절하시고 임대료도 쌌습니다. 

토니는 그 집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 이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토니는 다음 주에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13. 토니는 지금 집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14. 토니가 지금 사는 집은 학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15. 토니의 집주인은 지금 임대료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16. 토니는 깨끗하고 싼 집이 좋습니다.   

17. 민호는 토니가 찾는 집을 금방 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18. 민호가 같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19. 토니는 다음 주에 학교 후문으로 이사합니다.   

20. 새로 구한 집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Texto 4.  

Elija el título correcto para cada texto y márquelo con una cruz (X). 

21. 

날씨가 어주 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는 옷이나 구두 색깔에 따라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색 구두를 신었을 때 발의 온도는 43 도이지만 까만색 

구두를 신으면 47 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a) 날씨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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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발의 온도 

     c) 옷과 구두의 색깔 

22. 

저의 장점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어려운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집에서도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반면, 저의 단점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 나의 장점 

     b) 나의 장단점  

     c) 나의 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