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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rite appropriate
following:
(a) cousin

Korean

words for the
[10 x 2 = 20]

(b) relative
P.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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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cissors
(d) to prepare
(e) maternal aunt
(f) unit for counting animals
(g) to have fever
(h) to wait
(i) June
(j) Vegetables
2.

Conjugate the Korean verbs as shown in the
examples below:
[10 x 2 = 20]
Example: 가다  가세요
(a) 가르치다 
(b) 이야기하다 
(c) 입다 
(d) 걷다 
Example: 가다  갈래요
(e) 주다 
(f) 만들다 
(g)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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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가다  가셨어요
(h) 바쁘다 
(i) 읽다 
(j) 배우다 
3.

4.

Match the words given below and make one
sentence in Korean using each one of them:
[10 x 2 = 20]
(a) Leg
친절하다
(b) weekend

색깔

(c)

고장나다

bicycle

(d) subway

주말

(e) finger

이사하다

(f)

허리

waist

(g) colour

자전거

(h) to be out of order

손가락

(i)

to shift house

다리

(j)

to be kind

전철

Fill in the blanks with appropriate forms of the
verbs given below:
[5 x 4 = 20]
(a)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오늘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_____________ (치다)
P.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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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산을

좋아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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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__________.

남산이 여기에서 가까워요. (가다)
(c) 어제 먹은 케이크가 정말 _______ (맛있다)
(d)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언니는 커피를 ____
_____ (좋아하다)
(e) 죠띠씨는 오늘 아침에 늦게 _________ 학교에
늦었어요. (일어나다)
5.

Complete the conversation given below in
Korean:
[5 x 4 = 20]
(a) 가: 민수씨 왜 이 식당에 자주 와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 가: 디빡씨, 이번 주에도 여행을 할거예요?
나: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 가: 베다씨, 우리 시험 끝나고 뭘 할래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 가: 보라씨는 무슨 꽃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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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 가: 사친씨, 무슨 일이예요? 어디가 아파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ad the passage and write ‘True’ or ‘False’
according to the question given below:
[5 x 4 = 20]
우리 방학이 시작 했습니다. 나는 무척 기쁩니다.
이제는 학교에 안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매일 내 친구 마이클하고
테니스를 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점심도 같이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주말에
등산도 하고 영화 구경도 할 것입니다. 매우 즐거운
방학이 되겠습니다.
(a) 나는 방학이 시작해서 걱정합니다.
(b) 내 동생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습니다.
(c) 이제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합니다.
(d) 나는 방학 때 등산을 할 것입니다.
(e) 영화 구경은 안 할 것입니다.

P. T.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