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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all Semester Placement Test 

 

 

● This test has been developed to evaluate students’ Korean language level prior to course registration. 

This test has total 30 questions and it should be taken in no more than 60 minutes without any help. 

This result will help you decide your most appropriate course level.  

 

 

1. Which of the following is a name of Korean dish?  

      ①햄버거                                                                       ② 피자       

      ③ 불고기                                                                      ④ 파스타  

 

 

2. Which ‘batchim’ (final consonant) does NOT make same sound? 

       ① ㄱ                                                                               ② ㄴ       

       ③ ㅋ                                                                               ④ ㄲ 

 

 

3. Which word includes a tensed consonant of ㅂ? 

        ① 타조                                                                          ② 피자       

        ③ 머리띠                                                                      ④ 아빠 

 
 

4. Which is a correct answer to a following question? 

        Q: 누구예요?  

 

 
 

 
 

         ① 선생님이에요.                                                       ② 요리사예요.       

         ③ 학생이에요.                                                            ④ 회사원이에요.  
 

5. Fill in the blanks with correct answer. 

마이클_____ 요리사__________. 

         ① 은/이에요                                                                ② 은/예요       

         ③ 는/이에요                                                                ④ 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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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ich order is correct based on the following dialogue? 

   A: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B: 비빔밥 하나하고 불고기 두 개 주세요. 그리고 콜라 세 병 주세요. 

   A: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① 1 Bibimbap, 1 Bulgogi and 1 bottle of coke       

       ② 1 Bibimbap, 1 Bulgogi and 2 bottles of coke       

       ③ 1 Bibimbap, 2 Bulgogi and 3 bottles of coke       

       ④ 1 Bibimbap, 2 Bulgogi and 4 bottles of coke    

 

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omething you can drink? 

        ① 물                                                                               ② 우유        

        ③ 녹차                                                                           ④ 김밥 

 

8. Choose the correct sentence to describe the image below.     

                              

           ①시계가 없어요.                                                     ②우산가 없어요.     

           ③전화기가 있어요.                                                 ④라디오이 있어요. 

 

 

9.    Mr. Brown is buying an apple in a grocery shop. Choose the appropriate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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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브라운: 사과가 얼마예요? 

        주인: 오백 원이에요. 

   ②브라운: 사과가 뭐예요? 

      주인: 오백 원이에요. 

    ③브라운: 이거는 뭐예요? 

       주인: 오백 원이에요. 

   ④브라운: 사과가 있어요? 

     주인: 오백 원이에요. 

 

 

 10.    Read the following dialogue and fill in the blanks with either 을 or 를.          

 

     ①을, 을                                                                  

     ②을, 를 

     ③를, 을                                                                    

     ④를, 를 

 

 

11.   몇 시예요? 

                        

     ①여덟 시 삼십 분이에요.                                                                

     ②팔 시 삼십 분이에요. 

     ③여덟 시 십삼 분이에요.                                                           

④팔 시 십삼 분이에요. 

 

12.    Choose the correct matching pair for the day of the week with its picture.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 저는 학교에 가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요. 내일은  

  학교에 안 가요. 오전에는 영어를 가르쳐요. 오후에는 시장에 가요. 일요일에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산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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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금요일  

 

②토요일 

 

 ③토요일  

 

④일요일      

 

 

 

       13.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in following dialogue.      

미나: 어제 뭘 했어요? 

로버트: ______________________. 

                 

         ①영어를 가르쳐요                                               ②영어를 가르치지요            

         ③영어를 가르칠까요                                           ④영어를 가르쳤어요   

 

 

    14.    Choose the correct answers for the blanks below. 

제임스: 한국어 교실이 _______에 있어요? 

유미: 삼 층에 있어요.  

 

            ①몇 층                                                                     ②어디 층                  

         ③무슨 층                                                                 ④며 층 

 

 

 15.    Choose the best answers for the blanks below.                      

크리스: ________. 거기 애니 씨 집이지요? 

유미: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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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여보세요                                                                 ②여기요     

       ③누구세요                                                                  ④그런데요 
 

 

 

16. Choose the correct question words to the questions below.  

  A: 이분은  _____세요? 

  B: 우리 아버지세요. 

 

        ① 누가                                                                           ② 누구        

        ③ 뭐                                                                                ④ 언제 

 

 
17. Complete the sentences with proper endings.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30 년 전에 미국으로   __________________. 

 

       ① 왔어요                                                                          ② 왔습니다        

       ③ 오셨습니다                                                                 ④ 오세요 

 

 
18. Fill in the blanks with correct particles.  

여기______   오 번 버스______  타야 돼요. 

      

       ① 에; 가                                                                        ② 는; 을 

       ③ 에서; 으로                                                               ④ 에서; 를 

 
 

19. Choose the correct structure to complete the dialogue below. 

A: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B: 토요일에는 약속이 _______ 안 돼요. 

A: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B: 좋아요! 
       

       ① 있고                                                                           ② 있지만 

       ③ 있으면                                                                       ④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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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ill in the blanks with correct particles.  

이 소포 비행기______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① 부터                                                                           ② 는 

       ③ 에서                                                                           ④ 로 

 

 
21. Choose the proper word to complete the dialogue below.  

A: 열 시 반에   ________가 있어요? 

B: 네, 몇 분이세요? 

A: 두 명인데요. 

 

       ① 손님                                                                           ② 자리 

       ③ 직원                                                                           ④ 투표 

 

 
22. Choose the proper ending to complete the dialogue below.   

A: 침대방하고 온돌방이 있는데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B: 온돌방으로  ____________.  요금이 어떻게 돼요? 

A: 하루에 십만 원입니다.  

 

       ① 했어요                                                                      ② 해 주세요 

       ③ 해 드리세요                                                            ④ 했었어요 

 

      
23.  Choose the correct answer for the question below.  

A: 여기에 앉아도 돼요? 

B:  ____________________. 

 

       ① 네, 앉아도 돼요.                                                    ② 아니요, 안 앉아요. 

       ③ 네, 앉지 마세요.                                                    ④ 아니요, 안 앉아도 돼요. 

 

 

[24-25] 다음 대화를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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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씨는 가족사진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차고 모자를 입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키가 크세요. 어머니는 목걸이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으셨어요. 동생은 

짧은 바지를 입고 시계를 찼어요.  

 

24.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① 안경을 차고                                                             ② 모자를 입었어요 

 ③ 목걸이를 입고                                                         ④ 시계를 찼어요 

      

25. 위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① 애니 씨는 가족과 사진을 찍고 있어요.            ②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키가 작아요. 

 ③ 동생은 긴 바지를 입고 있어요.                          ④ 아버지는 구두를 신으셨어요. 

 

 

[26-27]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A: 스티브 씨, 이 영화 봤어요? 요즘 이 영화가 인기예요.   

     B: 저는 벌써 봤어요. 그런데 저는 ___1___ 영화를 안 좋아해서 그저 그랬어요.  

     A: 그럼 ___2__ 영화를 좋아하세요? 

     B: 저는 슬픈 영화를 좋아해요.  
 

 

26.     ___1___ 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① 무서워하는                                                                  ② 무섭운 

       ③ 무섭은                                                                           ④ 무서운 

       

26. ‘그저 그랬어요’ 와 비슷한 말을 고르세요. 

① 너무 싫었어요                                                             ②  그때 그랬어요       

       ③ 별로였어요                                                                   ④ 참 좋았어요  

 

28.     ___2___ 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① 무슨                                                                                ② 어떤 

       ③ 그런                                                                                ④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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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다음 대화를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A: 무슨 고민이 있어요? 

 B: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헤어지다.  

 A: 왜요? 

 B: 그 사람이 직업이 없어서요. 

A: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해보지 그래요? 

B: 제 친구들도  “ 만나지 마.” 해요 
 

29. ‘헤어지다’를 내용에 맞게 고치세요. 

    ① 헤어진다고 하세요                                                     ②  헤어지지 말라고 하세요   

    ③ 헤어지자고 하세요                                                     ④  헤어지라고 하세요 

 

 

30. “만나지 마.”를 내용에 맞게 고치세요. 

     ① 만나지 마고 해요                                                        ②  만나지 말라고 해요 

     ③ 만나자고 해요                                                              ④  만나지 않는다고 해요 

 

 

 

 

 

-------------------------------------------------------   The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