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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Comprehension--- 

Listen to the mp3 file and answer the questions. 

 

1. Complete these sentences you hear from the passage. 

 

(1) 승윤: 집이 피터스홀에서 너무 ___________. 

 

(2) 보라: 성경씨는 어제  ____ 안 왔어요? 

 

(3) 성경: 그런데 내일 배가  _______  ____________. 

 

 

2. True or false? 

 

(1) 승윤이랑 성경은 어제 수업에 왔어요.   (    ) 

 

(2) 승윤의 집에서 피터스까지 걸어서 세 시간쯤 걸려요 (    ) 

 

(3) 성경의 피자는 맛있어요.    (    ) 

 

 

---Grammar--- 

1. Circle the appropriate word in each parenthesis. 

 

(1) ( 저 / 제 )가 학생( 이에요 / 예요 ). 

(2) 민지( 은 / 는 ) 의사( 이에요 / 예요 ).  

(3) 보라( 은 / 는 ) 일학년이에요. 저( 은 / 도 ) 일학년이에요.  

(4) 불고기( 이 / 가 ) 좋아요. 밥( 은 / 는 ) 싫어요.  

(5) 이 우산( 은 / 는 ) 예뻐요. ( 그래서 / 그런데 ), 비싸요. 

 

 

2. Fill in the blanks with appropriate interrogative pronouns/adverbs. 

  

[언제, 어떻게, 뭐, 왜, 누구, 어디, 얼마] 

 

(1) 불고기는 _______예요? 

 

(2) 클리브랜드에서 시카고까지 _________ 가요?  

 

(3) 핚국어 수업은 _________ 있어요?  

 

(4) 이름이 _________예요?  

 

(5) ______랑 같이 영화 보러 가요?  

 

(6) 제가 ______ 좋아요?  

 

(7) 도서관은 ________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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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rcle the appropriate word in each parenthesis. 

 

(1) 재미있는 책( 을 / 를 ) 읽어요.  

(2) 친구( 가 / 를 ) 없어요.  

(3) 아버지는 홍콩( 에 / 에서 ) 계세요.  

(4) 남동생( 이 / 을 ) 핚 명 있어요.  

(5) ( 제 / 저 ) 동생이에요.  

(6) 공원( 에 / 에서 ) 여자친구( 를 / 랑 ) 산책을 해요.  

(7) 저( 이랑 / 랑 ) 같이 공부해요.  

(8) ( 무슨 / 뭐 ) 게임을 해요?  

(9) 주말( 에 / 에서 ) 뭐하세요?  

(10) 시카고( 에 / 에서 ) 보스톤( 을 / 까지 ) 얼마나 걸려요? 

 

 

 

4.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provided words in the appropriate forms. 

 

e.g.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가요. (찍다) - I go to the park to take pictures. 

 

(1) 그림을 _______ 미술관에 가요. (보다) - I go to the art museum to see pictures. 

 

(2) 공원에 ________ 가요. (뛰다) - I run to the park. (I go to the park by running.)  

 

(3) 친구 집에 ______ 가요. (놀다) - I go to a friend’s house to hang out. 

 

(4) 시카고에 _______ 가요. (버스) - I go to Chicago by bus. 

 

(5) 지하철을 ________ 루즈벨트 역에서 내려요. (타다) - Take a subway and get off at Roosevelt 

station. 

 

 

 

5. Complete the table with predicates in the tense in question. 

 

dictionary form past present future 

내리다  내려요  

 맛있었어요   

  놀아요 놀 거예요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핛 거예요 

걷다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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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Comprehension--- 

#1 

 

저는 개구리예요. 저는 오벌린 대학교 삼학년이에요. 

저는 핚국어 수업을 들어요. 핚국어 수업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제 친구 기린은 이학년이에요. 기린도 핚국어 수업을 들어요. 기린은 기린 그림을 잘 그려요. 

기린이랑 매일 걸어서 학교에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십 분쯤 걸려요. 

어제는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갔어요. 

 

1. True/False 

(1) 개구리랑 기린은 둘 다 삼학년이에요.  (    ) 

(2) 핚국어 수업은 재미있고 어려워요.  (    ) 

(3) 개구리는 어제 학교에 갔어요.   (    ) 

 

2.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기린은…… 

a. 중국어 수업을 들어요.  b. 그림을 잘 그려요. 

c. 어제 머리가 아팠어요.  d. 학교에 날아서 가요. 

 

(2)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몇 분쯤 걸려요? 

a. 2분  b. 5분  c. 10분  d. 20분 

 

#2 

 

철수는 저번 주말에 여자친구 영희랑 요리를 했어요.  

떡볶이를 했어요. 떡볶이가 맵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영희가 떡볶이를 먹고 배가 아팠어요. 철수는 슬펐어요. 

영희가 철수랑 택시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병원이 비쌌어요. 철수는 또* 슬펐어요. 

지금은 영희가 안 아파요. 다음 주말에 철수랑 영희는 놀이공원에서 데이트 핛 거예요. 

 

*또 = again 

 

1. True/False 

(1) 철수는 저번 주말에 혼자 요리를 했어요.  (    ) 

(2) 영희가 부침개를 먹고 배가 아팠어요.  (    ) 

(3) 영희는 지금도 아파요.    (    ) 

 

2. 

(1) 철수는 왜 슬펐어요? (check all that apply) 

a. 떡볶이가 맛없었어요.  b. 영희가 아팠어요. 

c. 의사가 예뻤어요.  d. 병원이 비쌌어요. 

 

(2) 철수랑 영희는 다음 주말에…… 

a.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b. 요리를 핛 거예요. 

c. 아플 거예요.   d. 병원에 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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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은 저번 달에 핚국에 갔어요. 영국에서 비행기로 갔어요. 비행기가 너무 비쌌어요. 

존은 친구 폴 집에서 잤어요. 인천 공항
*
에서 폴이랑 같이 집에 갔어요. 폴 집은 아주 컸어요. 

존이랑 폴은 홍대에 술
*
을 마시러 갔어요. 

홍대 클럽에서 링고를 만났어요. 링고는 드럼을 잘 쳤어요. 

존, 폴이랑 링고는 명동에도 갔어요. 명동에서 쇼핑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은 인도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조지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좀 맛없었어요. 

존, 폴, 링고, 조지는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서 예스터데이를 불렀어요. 

다음날
*
, 네 명은 덕수궁에 갔어요. 궁이 예뻤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인사동은 안 갔어요. 

핚국은 재미있었어요. 지금 존은 영국에 있어요. 

영국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오늘도 비가 와요. 

 

*인천 공항 = Incheon airport, *술 = alcohol, drink, *다음날 = next day 

 

1. True/False 

(1) 존은 미국에서 핚국까지 비행기로 갔어요.  (    ) 

(2) 존이랑 폴은 홍대에서 링고를 만났어요.  (    ) 

(3) 링고는 피아노를 잘 쳤어요.   (    ) 

(4) 존, 폴, 링고, 조지는 덕수궁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    ) 

 

2. 존은 핚국에서 어디를 갔어요? (check all that apply) 

a. 덕수궁 b. 명동  c. 인사동 d. 홍대  e. 김포 공항 

 

3. 폴은… 

a. 집이 커요. b. 드럼을 잘 쳐요  c. 지금 영국에 있어요. d. 덕수궁에 안 갔어요. 

 

4. 

(1) 존은 언제 핚국에 갔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존은 어디에서 술을 마셨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존은 지금 어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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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1 

Make a story using the words below (use as many as you want, and feel free to use other words), 

in Korean, in full sentences. Write at least 5 sentences. Be creative! 

 

 
      양               코끼리          다람쥐 

 

             
    떡볶이           부침개        만두                    비행기       자전거        버스 

 

 

 

 

 

 

 

 

 

 

 

#2 

오벌린 생활
*
이 어때요?   *생활 = life 

(무슨 수업을 들어요? 수업이 좋아요? 친구는 많아요? 음식은 맛있어요? etc.) 

 

Please write in Korean, in full sentences. Write at least 5 sentences. 

 

 

 

 

 

 

 

 

 

 

 

 

 

 

감사합니다!! : ) Thanks for bearing with us for the whole WT. –승윤 & 성경 & 보라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