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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EN DE COLOCACIÓN 

Nombre completo: 

País de residencia: 

¿Por cuánto tiempo estudió coreano? 

¿Cuál es el nombre de la institución donde tomó clases de coreano? 

¿Ha pasado el examen TOPIK?  ¿Qué nivel? 

Traduzca las siguientes oraciones al español sin usar diccionarios. Si hay palabras que no reconoce, 
traduzca el resto de la oración omitiendo esa palabra. Después de terminar el examen, favor de enviar 
el archivo a info@hablocoreano.com y le informaremos de los horarios disponibles. 

1. 안녕하세요?

2. 저는 학생이에요.

3. 이게 뭐예요?

4. 사과 두 개 주세요.

5. 볼펜 몇 개 있어요?

6. 어디에 있어요?

7.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8. 생일이 며칠이에요?

9. 오늘 오후에 뭐 해요?

10. 몇 시에 학교에 가요?

11. 영화를 봐요.

12. 학교에서 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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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에 안 갔어요. 

14.  서울역 앞에 있어요. 

15.  운동하러 가요. 

16.  버스로 가세요. 

17.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18.  브라이언 씨하고 소나로사에 가고 싶어요. 

19.  같이 갈 수 있어요? 

20.  여행 갈 거예요. 

21.  맛있는 사과예요. 

22.   시계가 비싸지 않아요. 

23.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 보세요. 

24.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25.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들어요. 

26.  테니스 칠 줄 알아요. 

27.  오늘도 일해야 해요. 

28.  영화 보러 갈까요? 

29.  영화 보고 저녁 먹어요. 

30.  미나 씨하고 영화 보고 싶어요. 

31.  친구를 못 만났어요. 

32.  운동을 하려고 해요. 

33.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34.  이메일을 좀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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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뽀솔레 먹어 봤어요? 

36.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빨라요. 

37.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38.  멕시코에 얼마 동안 계실 거예요? 

39.  제가 스페인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40.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41.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42.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43.  학교 올 때 비가 왔어요. 

44.  저녁 식사하기 전에 뭐 하세요? 

45.  지하철을 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46.  내년에 여행가기로 했어요. 

47.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테니스 쳐요. 

48.  지하철 역에서 만납시다. 

49.  창문 좀 열어도 돼요? 

50.  여기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51.  우산 빌려 드릴까요? 

52.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했어요. 

53.  오후에 학교에 간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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