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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3 급  시험구성 * 

一、听力  40 문항                           

二、阅读  30 문항 

三、书写  10 문항  

★ 第一部分（5 문항） 제시된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 완성 ★ 

第二部分（5 문항） 

 

 

1. 쓰기 1 부분 출제경향 

 

1) 기본어순 배열 (약 3 문제) 

관형어 + 주어 + 부사어 + 술어 + 보어 + 관형어+ 목적어 

2) 특수구문   

把 자문, 被 자문 등 

 

2. 전략 

0) 특수구문 인지 파악  

      把자문, 被자문 등  

1) <술어> 찾기 

2) 명사 찾아서 <주어>,<목적어> 구분하기  



3) 관형어, 부사어, 보어 등 배치하여 완성 

(마침표, 한자 획 등 빠지지 않게 쓰기) 

 

3. 기본어순 배열 비책 

 

* 기본 뼈대는 주어 술어 목적어 .  이 중 중심은 <술어>!! 

술어는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이다.  목적어는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예문)      我         喝         咖啡。 (동사 술어) 

        郑老师        很帅。             (형용사 술어) 

            他         忘了       带雨伞。 (동사了,过,着/ 동사구 목적어) 

          爸爸         觉得       中国菜很好吃。(절을 목적어로 취함) 

 

 

* 관형어는 명사를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一个孩子           (          수사    양사       명사) 

这个孩子           (지시사  수사생략  양사       명사) 

很可爱的孩子                            (관형어 的 명사) 

这个很可爱的孩子   (지시사  수사생략  양사  관형어 的 명사)  



 

* 부사어는 부사, 조동사, 개사구조 이다. 일반적인 순서이다. (부사위치는 다양) 

她        常常      去图书馆。 (부사) 

他们    都在北京    上学。     (부사, 개사구조) 

我  一定会跟郑老师  见面的。   (부사, 조동사, 개사구조) 

 

 

他的英文 说得很流利。  

(정도보어는 자주 출제, 동사/형용사地 구체적내용)  

뒤에는 절대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妹妹  看完了 这本书。(결과보어) 

 

 

완성하면 이렇게 된다.  

부사어는 문장 맨 앞에도 올 수 있다.  

 

 



*** 기본 어순  실전 문제 *** 

1. 小猫   真   那只   可爱   

 

2. 难   理解   非常   内容   这些 

 

3. 只   招聘了   一名职员   公司   这家 

 

4. 你们   马上   回答   要求   他 

 

5. 突然   同学们   笑了起来   高兴得 

 

 

정답 

  

1. 那只小猫真可爱。 

형용사 술어문 

2. 这些内容非常难理解。 

형용사 술어문 

难，好，容易 + 동사 : 동사하기에 어렵다, 좋다, 쉽다 

3. 这家公司只招聘了一名职员。 

  동사 술어문 

4. 他要求你们马上回答。 

  여기서 술어는 要求， 回答가 될 수 있는데, 의미상 파악해서 술어를 잡는다.  

5. 同学们突然高兴得笑了起来。 

 



4. 특수구문 - 把자문 被자문  

 

기본문장은 주술목 형태의 문장이다. 

1）把자문 

把자문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목적어를 원래 목적어 위치에서 把 뒤로 위치시키고, 그것을 ‘동사와 기타성분’  

내용으로 처치(처리) 시키는 구문이다. 

 

푸는 요령은 ‘把’와 ‘동사’를 찾아 먼저 위치 시키고,  

주어와 강조할 목적어, 그리고 기타 성분을 찾아서 위치시키면 된다.  

그리고 부사 위치 주의! 

 

2)被자문 

被자문은 대상이 주어로 나오고, 被다음에 주체(가해자)가 위치해서  

대상이 가해자에 의해 ‘동사+기타성분’의 내용으로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

는 구문이다. 

 

푸는 요령은 ‘被’와 ‘동사’를 찾아 먼저 위치 시키고,  

주어 강조할 목적어, 그리고 기타 성분을 찾아서 위치시키면 된다.  

그리고 부사 위치 주의! 

   



 * 특수구문 把자문 被자문 실전 문제 

1. 没   告诉我   把   那件事   他   

 

2. 蛋糕   我   吃完了  冰箱里的  被   

  

3. 词典   郑老师   还给我了   把 

 

정답 

1. 他没把那件事告诉我。 

没의 위치 주의 

2. 冰箱里的蛋糕被我吃完了。 

3. 郑老师把词典还给我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