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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혼자서도 TOPIK 시험에 대

비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수

험생들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 읽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번역을 함께 

기재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제시된 전략과 문제는 실제 TOPIK 읽기 시험에 출

제된 텍스트의 장르와 주제, 문항 유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작성했으며 전략은 실제 수업

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이 책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실력과 성취 목표에 따라 중급과 고급으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

도록 각각의 문항 유형을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훈련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형별로 제시된 ‘비법 노트’에서는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두었습니다. 학습자

들은 기출 문제에 제시된 ‘Step’을 순서대로 따라 가며 유형별로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익힐 수 있습니다. 그 후 도움말이 제시된 ‘연습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전략을 훈련하게 됩

니다. 이러한 연습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전략을 활용하고 유형에 대

한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실제 TOPIK 시험과 동일한 구성, 형태를 갖춘 모의고사 3회분과 해설을 준비했습니

다. 교재의 모든 주요 설명에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국어 번역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TOPIK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TOPIK 시험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

기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저자 박소영·김효진

머리말

머리말(前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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帮助考生自己准备TOPIK考试，并轻松备考，是我们编写此书的目的。本书站在考

生的角度上，为考生提供解题的技巧和方法，并将其翻译成中文，帮助考生准确理解。

本书提供的技巧和方法是通过深入分析历届TOPIK阅读题的题型和主题，以及考题类型

而编写的，解题技巧也在实际课程中得到了验证。

本书根据考生的能力和目标，分为中级部分和高级部分，并细化考题类型。考生可

选择需要的部分集中训练并熟悉解题技巧。

首先，每道考题类型提供一篇“秘诀笔记”，“笔记”中包括此类考题的具体解题技

巧。在考试真题中分步骤说明了这些解题技巧的活用方法。考生可按照真题中提供的

“Step”，一步一步地了解并熟悉解题技巧。之后，考生可通过配有解题小贴士的“练习

题”训练技巧的使用。通过以上的练习和“实战题”训练，考生可以自己活用技巧并检

验自己的学习成果。最后提供三套与TOPIK考试的模式完全相同的模拟题，让考生检验

自我的备考实力。为了帮助考生理解，本书中主要的说明及所有试题均提供中文译文。

希望这本书能给备考TOPIK的考生及指导TOPIK考试的老师提供帮助。

2017年7月

编者 朴昭荣 金孝真

前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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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考试目的

- 向母语为非韩国语的外国人或海外韩侨指明学习韩国语的方向，以便把韩国语普及全世界。

- 测试韩国语使用能力，以此作为留学、就业的依据。

2. 应试对象

母语为非韩国语的海外韩侨及外国人

- 韩国语学习者及希望赴韩留学的学生

- 希望在国内外的韩企或公共机构就业的人士

- 在外国学校上学或毕业的海外韩国侨民

3. 考试标准及等级

考试类别: TOPIKⅠ，TOPIKⅡ / 评价等级: 六个等级(1级~6级)

类别
TOPIKⅠ (初级) TOPIKⅡ (中·高级)

1级 2级 3级 4级 5级 6级

分数线 80分以上 140分以上 120分以上 150分以上 190分以上 230分以上

4. 考试时间表

类别 场次
考试

领域

中国 韩国·日本 其他国家及地区 考试
时间
(分)

进场
时间

开始 结束
进场
时间

开始 结束
进场
时间

开始 结束

TOPIKⅠ 第一场
听力
阅读

08:30 09:00 10:40 09:20 10:00 11:40 09:00 09:30 11:10 100

TOPIKⅡ
第一场

听力
写作

11:30 12:00 13:50 12:20 13:00 14:50 12:00 12:30 14:20 110

第二场 阅读 14:10 14:20 15:30 15:10 15:20 16:30 14:40 14:50 16:00 70

5. 试题构成

1) 各等级试题的构成

考试水平 场次 考试领域(时间) 类型 小题数 分数 总分

TOPIKⅠ 第一场
听力(40分钟) 客观题 30 100

200
阅读(60分钟) 客观题 40 100

TOPIKⅡ
第一场

听力(60分钟) 客观题 50 100

300写作(50分钟) 主观题 4 100

第二场 阅读(70分钟) 客观题 50 100

한국어능력시험 안내 韩国语能力考试介绍

한국어능력시험 안내(韩国语能力考试介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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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试题类型

- 客观题(四选一)

- 主观题(写作): 填空(简答2道题 / 作文2道题)

* 作文2道题 → 中级水平200~300字说明文一题 / 高级水平600~700字议论文一题

6. 考试日程

1) 2018年度考试日期

类别 韩国 美洲·欧洲·非洲·大洋洲 亚洲 备注

第56届 1.14(星期日) 只在韩国实施

第57届 4.15(星期日) 4.14(星期六) 4.15(星期日) 中国大陆实施

第58届 5.20(星期日) 5.19(星期六) 5.20(星期日)

第59届 7.15(星期日) 7.15(星期日) 只在亚洲实施

第60届 10.21(星期日) 10.20(星期六) 10.21(星期日) 中国大陆实施

第61届 11.18(星期日) 11.17(星期六) 11.18(星期日)

2) 报名时间

类别 报名时间 报名方法 备注

第56届 2017.12.11.(星期一)~ 12.18.(星期一) 18:00 (8天)

网上报名

(个人、团体)

只包括在韩国

的报名

第57届 2018.01.29.(星期一)~ 02.05.(星期一) 18:00 (8天)

第58届 2018.03.05.(星期一)~ 03.12.(星期一) 18:00 (8天)

第59届 2018.05.21.(星期一)~ 05.28.(星期一) 18:00 (8天)

第60届 2018.08.06.(星期一)~ 08.13.(星期一) 18:00 (8天)

第61届 2018.09.03.(星期一)~ 09.10.(星期一) 18:00 (8天)

※ 海外报名时间与韩国不同，请到当地报名机构确认。

※ 报名截止日期与考试费用缴纳截止日期相同(没有额外缴纳考试费用的时间)。

3) 成绩公布日期

类别 第56届 第57届 第58届 第59届 第60届 第61届

成绩公布日期
2.01

(星期四)
5.24

(星期四)
6.28

(星期四)
8.03

(星期五)
11.29

(星期四)
12.20

(星期四)

※ 成绩通过TOPIK官网(www.topik.go.kr) 公布，以当天15:00为准。

※ 成绩确认方法：

  ——登录官网(www.topik.go.kr)确认。

  ——登录官网确认成绩时，需要考试届数、准考证号码、出生年月日等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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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深入分析TOPIK Ⅱ阅读原文及题目，帮助考生能够自主学习及备考。本书

根据准备TOPIK Ⅱ考试的考生的备考目标，分为中级类型和高级类型，各题型提供

具体的解题技巧，考生可自主地学习并掌握相关技巧，并通过大量练习进行训练。

本书单元构成

-   根据考生的备考目标，分为中级和高级两部分。中级又分为八种题型，高级又分为九种

题型。

 各题型的秘诀笔记

为了帮助考生掌握有效的做题方法，在这个部分提供

了各个题型的“解题技巧”。通过实际分析TOPIK Ⅱ阅读

题的体裁和主题等，把握各考题的出题意向，提供符合

各种题型特点的解题技巧。

 考试真题

阶段性地展示秘诀笔记中提供的各种题型的解题技巧

在实际的考试中如何应用、如何解题。

 常考词汇

提供附录以外各种题型一定要掌握的词汇和惯用语等。

중급 유형 1 알맞은 문법 고르기&비슷한 표현 고르기 3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아침에 일찍 (                 ) 일곱 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❶ 일어나야 ② 일어나려고

 ③ 일어나며 ④ 일어나더니

1 把握句子的前后关系。

(       )는 뒤 문장의 조건이에요. 일곱 시 비행기를 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요.

(    )是句子后半部分的条件。如果想坐7点的飞机，必须早起。

기출 문제 考试真题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3 서둘러 나온 탓에 책상 위에 있는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다. 

 ① 나오는 김에 ② 나오는 사이에

 ❸ 나오는 바람에 ④ 나오는 대신에

要理解句子的意思。

앞부분에서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句子前半部分说明了钱包没带出来的理由。 

‘-ㄴ/은 탓에’는 부정적인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해요.

‘-ㄴ/은 탓에’是在说明负面理由时使用。

이와 비슷한 문법으로 ‘-는 바람에’가 있어요. 

与此相似的语法还有‘-는 바람에’。

Step 2

교재의 구성 및 활용 本书的结构及使用方法

题型1 选出正确的语法&选出相似的表达

1 알맞은 문법 고르기&비슷한 표현 고르기

ㅣ유ㅣ형ㅣ

 문장의 앞뒤 관계를 파악하세요. - 전·후 / 원인·결과 / 목적

 把握句子的前后关系。-前·后/ 原因·结果 /目的

 먼저 아는 어휘나 문법을 넣어 보세요.

 先放入已知的单词或语法。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시된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문법을 찾으세요. 

 理解句子的意思，然后找出与标记的部分可以互换的语法。

Memo

비법 노트 秘诀笔记

2

8

기출 문제 考试真题

5~8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숲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숲에서 사는 귀여운 동물

숲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쉬운 단어만 보고 바로 답을 고르지 마세요! 

不要只看简单的单词就选择答案！

‘바람’만 보고 ‘날씨 정보’를 고르면 안 돼요.

不能只看到“风”,就选择“天气信息”。

1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세요.

找出题目里最重要的单词。

2

이용 방법 교환 방법 공연 안내 일정 안내 상품 소개 제품 설명

사용 방법 신청 방법 전시 안내 제품 소개 회원 모집 주의 사항

보관 방법 문의 방법 할인 안내 행사 소개 이용 순서 환경 보호

이것은 꼭 외우세요!- 자주 나오는 어휘 请一定要熟记哦！经常出现的词汇

‘숲’, ‘없어집니다’를 통해 ‘환경 보호’를 떠올릴 수 있어요. 

‘보호’, ‘소개’, ‘정보’, ‘계획’ 등 공익 광고와 안내문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확인하세요.

通过“树林”“消失”可以联想到“环境保护”。

并确认一下“保护、介绍、信息、计划”等公益广告和通知文中经常出现的词汇。 

3

 ❶ 환경 보호 ② 공원 소개

 ③ 날씨 정보 ④ 여행 계획 

7

교재의 구성 및 활용 (本书的结构及使用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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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练习题

通过练习题，阶段性地学习解题方法，并参考“帮助”里的 

解题技巧，解答同一题型的问题，达到反复训练的效果。

 实战题

参考之前的练习，让考生自主地完成解题。 

 练习题·模拟题 答案、解析&试题译文

提供中高级练习题和实战题的正确答案、答案解析及

试题参考译文。帮助考生确认正确答案并查漏补缺。

 附录–考试中出现过的词汇及惯用语

附录包括“副词”“惯用语”“俗语”“心理词汇”“本书词汇

表”。以TOPIK第16届到第41届真题中出现过的词汇为基

础，整理出必备的词汇。

 实战模拟考试

本书收录针对TOPIK备考的三套模拟题。考生通过三

套模拟题检验自己的备考实力，为考试做好充分准备。

 答案、解析&试题译文

收录三套模拟试题的正确答案、解题说明及参考译文。

通过解题说明和参考译文，让考生掌握自己为什么出错，

准确地理解自己出错的部分。并且通过对错误的整理，

让考生避免重复出错。

4

           표시된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 보세요. 请参考        标记部分解题。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연습 문제 练习题

1 미래에 무엇을 (                 )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사실과 상관없이 ≒ -든지 与前面事实没有关系 ≒ -든지

 ① 하든지  ② 하고도

    ③ 하고서                ④ 하도록

2 냉장고에 들어 있던 우유를 (                 ) 상한 우유였다.

                                                     어떤 행동 후 그 결과로 알게 됨 通过某种行动后的结果而得知

  ① 마시고자  ② 마신 만큼

 ③ 마시려다가          ④ 마시고 보니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3 요즘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할 수 있다.

       
 앞부분에 더해서 다른 것이 더 있을 때 ≒ ㄴ/는데다가  在前半部分的基础上，再添加时使用≒ ㄴ/는데다가

  ① 들을 수 있을까 봐             ② 들을 수 있는데도

    ③ 들을 수 있을 만큼       ④ 들을 수 있는데다가

4 술을 더 마시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취한 척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할 때  假装做某事时使用

 ① 취한 체했어요 ② 취할 뻔했어요

 ③ 취할 리가 없어요 ④ 취할 수밖에 없어요

166

모의고사 1회 (1번~50번)

※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

1. 주말이라서 길이 (                 ) 지하철을 탔다.

 ① 막히며 ② 막혀야

 ③ 막히던데 ④ 막힐까 봐

2. 그 공연은 표가 (                 ) 매진되었다.

 ① 나온 끝에 ② 나오다가는

 ③ 나오기는커녕 ④ 나오기가 무섭게

※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

3. 어머니께서 요리를 만드시는 동안 저는 방 청소를 했어요.

 ① 만드시는 바람에 ② 만드셔서 그런지

 ③ 만드시는 사이에 ④ 만드신다고 하더니

4.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다 보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다.

 ① 지겨워질 듯하다 ② 지겨워지는 법이다

 ③ 지겨워지는 셈친다 ④ 지겨워질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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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④  2 ④  3 ③  4 ②  5 ④  6 ②  7 ②  8 ①  9 ③ 10 ③
 11 ③ 12 ④ 13 ① 14 ② 15 ③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④
 21 ① 22 ① 23 ① 24 ② 25 ② 26 ② 27 ③ 28 ④ 29 ④ 30 ④
 31 ① 32 ④ 33 ④ 34 ② 35 ② 36 ② 37 ① 38 ② 39 ③  40 ④
 41 ④ 42 ④ 43 ② 44 ② 45 ④ 46 ③ 47 ② 48 ① 49 ③ 50 ③

모의고사 1회 정답

모의고사 1회 해설

1 ④

‘-(으)ㄹ까 봐’는 앞 문장의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할 

때 사용해요. 길이 막힐 것을 걱정해서 지하철을 탄

다는 의미예요.

‘-(으)ㄹ까 봐’是指对前面发生的事表示担心。句

意是担心路上堵车，所以坐了地铁。

2 ④

‘-기가 무섭게’는 앞 문장의 일이 끝나고 바로 다음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해요. 표가 나오고 바로 매진

되었다는 의미예요.

‘-기가 무섭게’是表示前面的事一结束，后面的事

马上就发生了。句意是票一出来就被卖光了。

3 ③

‘-는 동안’은 앞 문장의 일을 하는 시간을 표현해요. 

(≒ -는 사이에)

‘-는 동안’是表示前半句某事发生的一段时间。 

(≒ -는 사이에)

오답 노트 错题整理

①   ‘-는 바람에’는 보통 부정적 일에 대한 이유

를 말할 때 사용해요.

‘-는 바람에’通常用于说明消极原因。

4 ②

‘-기 마련이다’는 당연한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는 법이다’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기 마련이다’是说明当然会出现的结果。与‘-는 

법이다’可以互换。

오답 노트 错题整理

③   ‘-(으)ㄴ/는 셈치다’는 앞의 행동이나 상황이

라고 가정하고 뒤의 행동을 할 때 사용해요.

‘-(으)ㄴ/는 셈치다’是在假设前面的行动或

状况下进行某种行动时使用。

5 ④

더운 날씨에 더 멀리, 더 빠르게 시원함을 전해 주

는 것은 에어컨이에요.

在炎热天气里，可以更远距离更快速地给您送去

凉爽。指的就是空调。

6 ②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유실물 

센터예요.

丢失东西可以联系的地方，指的就是失物招领中

心。

7 ②

담배를 끊으면 평생 건강할 수 있다는 금연 광고예요.

戒烟可换来一生健康，这是禁烟广告。

중급 유형 1 알맞은 문법 고르기&비슷한 표현 고르기 5

앞에서 연습한 내용을 생각하며 혼자 풀어 보세요. 请参考前面练习的内容，自己完成下列题目。

실전 문제 实战题 

3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    

 ① 노력한 것처럼 ② 노력한 데 반해

 ③ 노력하기는커녕 ④ 노력한다고 해서

4 룸메이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① 기다릴 뻔했어요 ② 기다리기도 해요

 ③ 기다리게 했어요 ④ 기다려야만 해요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그 사람은 귀가 (                 )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① 안 들렸더니 ② 안 들렸더라면

 ③ 안 들리나마나 ④ 안 들리는데도

2 일기예보에서 비가 (                 )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

 ① 올 건지 ② 온다기에

 ③ 오면서도 ④ 오는 바람에

113중●고급 연습•실전 문제 정답 및 해설

유형 1

연습 문제

1 ①

무엇을 할지와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做什么没有关系(≒无论做什么)，努力最重要。

2 ④

우유를 마신 후에 그 우유가 상한 우유인 것을 알게 

됐어요. 

喝了牛奶之后，才知道那牛奶是坏的。

어떤 행동 후 그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낼 때 

‘-고 보니’를 사용해요. 

通过某个行动的结果，知道了某个事实时，使用

‘-고 보니’。

3 ④

앞의 것에 더해서 다른 것을 더 이야기할 때 ‘-(으)

ㄹ 뿐만 아니라’, ‘-ㄴ/는 데다가’를 사용해요.

在前面内容的基础上，再添加其他内容时，使用 

‘-(으)ㄹ 뿐만 아니라’ ‘-ㄴ/는 데다가’。

4 ①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할 때 ‘-(으)ㄴ 척하다’, 

‘-(으)ㄴ 체하다’를 사용해요.

假装做某事时使用‘-(으)ㄴ 척하다’ ‘-(으)ㄴ 체

하다’。

실전 문제

1 ④ 

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뒤의 상황이 일어날 때 ‘-는

데도’를 사용해요.

在与前面状况无关的情况下，发生后面的情况

时，使用‘-는데도’。

2 ②  

들은 사실이 이유나 근거임을 나타낼 때 ‘-다기에’

를 사용해요. 

听到的事实成为理由或根据时，使用‘-다기에’。

3 ②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

요. 앞뒤 문장이 반대 내용이므로 ‘-ㄴ/는 데 반해’

를 사용해요.

虽然努力了，但是事情的结果不太好。前后句子

内容相反，所以使用‘-ㄴ/는 데 반해’。

4 ④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아/어/

여야만 하다’를 사용해야 해요.

除了等待，没有别的办法。所以要使用‘-아/어/여

야만 하다’。

5 ②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목적으로 할 때 ‘-(으)ㄹ 겸’

을 사용해요.

以两个以上行为为目的行动时，使用‘-(으)ㄹ 

겸’。

6 ②  

긍정적인 결과의 이유를 나타낼 때 ‘덕분에’를 사용

해요.

由于某个理由而出现积极的结果时，使用‘덕분

에’。

7 ③ 

어떤 일을 한 후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일을 할 때 ‘-

자마자’를 사용해요.

某件事结束后马上做另一件事时，使用‘-자마

자’。

8 ②

앞의 상황이 결국 뒤의 상황과 거의 비슷함을 나타

낼 때 ‘-ㄴ/는 셈이다’를 사용해요.

前面的状况和后面的状况几乎一样时，使用‘-ㄴ/

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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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词

거의 差不多，几乎 벌써 已经，早就

게다가 而且，外加 비단 不但，非但

겨우 才，勉强，好不容易 비록 虽然，即使

결국 最终，结果 설마 难道，恐怕

결코 绝对不 설사 即使

곧 马上，立刻 실제로 其实，实际上

과연 究竟，果然 심지어 甚至

그래도 还是，不管怎么样 아마 大概，大约

그래야 只有那样 아무래도 不管怎么说

그러나 但是 아무리 无论如何

그러니 那样，因此 아무튼 反正，不管怎么说

그러다가 那样下去，于是 아예 索性，干脆

그러므로 因此，所以 아직 仍然，还

그러자 一那样做，随后 어느새 不知不觉

그리하여 因此，于是 어쨌든 反正，总之

그저 还是，随便，只 어쩌면 也许

근데 但是 어차피 反正，无论如何

끝내 到底，终于 역시 到底，还是

다만 仅仅，只是 오히려 反而

단지 只，仅仅 왜냐하면 因为

대개 大概 우선 首先

대체로 大体，一般来说 원래 原来，本来

더구나 尤其，再加上 의외로 意外地

도대체 到底，究竟 이따금 偶尔

도리어 反而 이미 已经

도저히 无论如何 이제야 现在才

드디어 终于 일단 一旦，先

따라서 因此，随之 일부러 故意，特意

때때로 时而，有时 저절로 不由地，自然地

또 又，再，同时 점차 逐步

또는 或者 즉 即，也就是

또한 也，并且 차라리 倒不如，宁可

뜻밖에 居然，出乎意料地 차츰 逐渐，慢慢地

마치 好像，似乎 특히 特别是

마침내 最后，终于 하마터면 差一点儿

만약 如果 하필 偏偏

만일 万一 한편 一方面

무조건 绝对地，无条件地 혹시 或许，万一

물론 当然 혹은 或者

반드시 必须，一定 흔히 经常，常见地

真题中出现过的词汇与表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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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중 급

中级



题型1 选出正确的语法&选出相似的表达

1 알맞은 문법 고르기&비슷한 표현 고르기

ㅣ유ㅣ형ㅣ

 문장의 앞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 전·후 / 원인·결과 / 목적

 思考句子的前后关系。-前·后/ 原因·结果 /目的

 먼저 아는 어휘와 문법을 넣어 보세요.

 先放入已知的单词和语法。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시된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문법을 찾으세요. 

 理解句子的意思，然后找出与标记的部分可以互换的语法。

Memo

비법 노트 秘诀笔记

2



중급 유형 1 알맞은 문법 고르기&비슷한 표현 고르기 3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아침에 일찍 (                 ) 일곱 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❶ 일어나야 ② 일어나려고

 ③ 일어나며 ④ 일어나더니

1 思考句子的前后关系。

(       )는 뒤 문장의 조건이에요. 일곱 시 비행기를 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요.

(    )是句子后半部分的条件。如果想坐7点的飞机，必须早起。

기출 문제 考试真题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3 서둘러 나온 탓에 책상 위에 있는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다. 

 ① 나오는 김에 ② 나오는 사이에

 ❸ 나오는 바람에 ④ 나오는 대신에

要理解句子的意思。

앞부분에서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句子前半部分说明了钱包没带出来的理由。 

‘-ㄴ/은 탓에’는 부정적인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해요.

‘-ㄴ/은 탓에’是在说明负面理由时使用。

이와 비슷한 문법으로 ‘-는 바람에’가 있어요. 

与此相似的语法还有‘-는 바람에’。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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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 보세요. 请参考        标记部分解题。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연습 문제 练习题

1 미래에 무엇을 (                 )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사실과 상관없이 ≒ -든지 与前面事实没有关系 ≒ -든지

 ① 하든지  ② 하고도

    ③ 하고서                ④ 하도록

2 냉장고에 들어 있던 우유를 (                 ) 상한 우유였다.

                                                     어떤 행동 후 그 결과로 알게 됨 通过某种行动后的结果而得知

  ① 마시고자  ② 마신 만큼

 ③ 마시려다가          ④ 마시고 보니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3 요즘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할 수 있다.

       
 앞부분에 더해서 다른 것이 더 있을 때 ≒ ㄴ/는데다가  在前半部分的基础上，再添加时使用≒ ㄴ/는데다가

  ① 들을 수 있을까 봐             ② 들을 수 있는데도

    ③ 들을 수 있을 만큼       ④ 들을 수 있는데다가

4 술을 더 마시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취한 척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할 때  假装做某事时使用

 ① 취한 체했어요 ② 취할 뻔했어요

 ③ 취할 리가 없어요 ④ 취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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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연습한 내용을 생각하며 혼자 풀어 보세요. 请参考前面练习的内容，自己完成下列题目。

실전 문제 实战题 

3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    

 ① 노력한 것처럼 ② 노력한 데 반해

 ③ 노력하기는커녕 ④ 노력한다고 해서

4 룸메이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① 기다릴 뻔했어요 ② 기다리기도 해요

 ③ 기다리게 했어요 ④ 기다려야만 해요

3~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2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그 사람은 귀가 (                 )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① 안 들렸더니 ② 안 들렸더라면

 ③ 안 들리나마나 ④ 안 들리는데도

2 일기예보에서 비가 (                 )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

 ① 올 건지 ② 온다기에

 ③ 오면서도 ④ 오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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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랜만에 커피도 마시고 책도 (                 ) 커피숍에 왔다.

 ① 읽을 듯 ② 읽을 겸

 ③ 읽은 들 ④ 읽은 채

6 친구가 (                 ) 고민해 왔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① 도와줘 봤자 ② 도와준 덕분에

 ③ 도와주느라고 ④ 도와준다고 해서

5~6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7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

 ① 도착하려다가 ② 도착하나 마나

 ③ 도착하자마자 ④ 도착하는 대신에

8 이제 방학도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① 끝날 만해요 ② 끝난 셈이에요

 ③ 끝날 모양이에요 ④ 끝난 줄 알아요

7~8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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