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年春季第50回からの実施要項変更に伴い、１,2級の出題形式に変更があります。 

 

１．出題形式の変更 

 

2 級聞きとり問題の大問１と大問２及び１級聞きとり・書きとり問題の大問３と大問４の

選択肢表示がなくなり、問題文と選択肢をすべて音声で聞きとり、解答する形式に変わり

ました。 

上記出題形式の変更の他、筆記・聞きとり共に問題数の調整が行われました。 

基本の問題パターン、問題の順序は変わりませんので、現在出版されている「過去問題集」

は今まで通り受験対策に活用していただけます。 

 

２．サンプル問題   2 級 聞きとり問題 

 

※【音声】の箇所は、実際の試験では活字表示されず、音声が流れます。 

１ 문장을 2 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선택지도 2 번씩 읽겠습니다. 들으신 문장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1)【音声 2 回】（非表示）나이도 어린데 신통하기도 하네.                 1   

   

 【音声 2回】 （非表示）                        

① 조그만 게 불쌍하기도 해라.  

② 어리지만 기특하군.  

③ 어린 마음이 가냘프기만 하네.  

④ 꼬마가 보통 힘을 쓰는 게 아니네.                                  정답② 

 
２ 대화문과 선택지를 2 번 읽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音声 2回】（非表示） 

1) 여: 여태 연락도 없이 이제 와요? 

 남: 볼일 좀 보고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좀 돌아다녔어. 

 여: 이 시간까지 혼자 있으려니까 집안이 썰렁해 혼났어요. 

 남: （        2          ).   

   

【音声 2 回】（非表示） 

① 난방 켜고 있지 그랬어 

② 다음부턴 문자라도 날릴게 

③ 옷이라도 잘 껴입고 있었으면 덜 추웠을 텐데 

④ 미리 연락했는데 걱정할 게 뭐 있다고                               정답② 



サンプル問題    １級 聞きとり・書きとり問題 

※【音声】の箇所は、実際の試験では活字表示されず、音声が流れます。 

３ 대화문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音声 1 回】（非表示） 

남: 한국의 교육이 유명하기는 한가 봐. 어제 영국 뉴스에서 우리 입시 문제를 

   다뤘더라구. 

여: 나도 봤어.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의 장점을 얘기하던데. 
남: 그래 맞아. 그런데 어제 BBC 뉴스는 좀 시각이 다르던 걸? 
여: 그래? 난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소리로 들리던데? 
남: 근데 엄청난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여가 시간 부족으로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지적 

도 있었어. 
여: 그래도 그게 현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音声 1 回】 （非表示）                        

① 한국의 교육열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②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칭찬한 것이 의아했다.  

③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부 시간 외에 여가 시간도 늘려야 한다. 
④ 영국에서까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사교육 덕분이다. 

                                  정답① 

４ 문장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문장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音声 1】（非表示） 

 ‘나만의 김장 비법’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 

양념으로 배를 갈아서 넣는다는 분들도 있었고 해산물을 첨가한다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워낙 입맛들이 다양하다 보니 그 비법도 가정마다 차이를 보였는데요. 

공통된 점을 들어보면, 싱싱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온 가족이 함께 

하면 그 맛이 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택되신 다섯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개별 문자로 확인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담당자에게 

정확한 주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音声 1】（非表示） 

① 국내산 재료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다.  

② 남쪽 지방의 조리법은 다양하면서도 의외로 공통된 점이 많았다.  

③ 재료에 해산물이나 배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다.  

④ 다섯 명의 당첨자에게는 내일 상품권이 우편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정답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