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날짜:              월               일

1. Complete the sentences with 이다, 있다, 아니다, or 없다 using the ̃어요/아요 form.

1) 민지는 컴퓨터가 ______________________.

2) 오늘 수업 __________________?

3) 이름이 뭐 ________________?

4) 기숙사가 도서관 옆에 ____________________.

5) 저는 블라디미르 레닌 ___________________.

6) 톰은 선생님이 _________________. 톰은 학생이에요.

7) 타일러는 오늘 일본어 수업이 _______________.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8) 이 선생님은 일본어 선생님이 _______________.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9) 진은 한국어 교과서가 있어요. 한국어 사전은 ______________.

10) 오늘은 시간이 ________________. 그런데 내일은 시간이 있어요.

2. Fill in the blanks with either 그래서 or 그런데.

1) 오늘은 수업이 많아요. _____________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2) 오늘 숙제가 많아요. _____________ 피곤해요.

3) 한국어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_____________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4) 철수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______________ 영희는 오늘 시간이 없어요.

3. Fill in the blanks with either 을 or 를.

1) 교과서__________ 2) 아침___________

3) 가방___________ 4) 주스___________

5) 친구___________ 6) 시험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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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particles from the box below.

이/가         을/를        도          은/는

1) 톰____ 1학년이에요. 지안_____ 1학년이에요.

2) 저는 스페인어 선생님_____ 아니에요.

3) 오늘 숙제_______ 없어요.

4) 질문_____ 있어요.

5) 에비______ 책_____ 읽어요.

6) 지아______ 아침______ 먹어요.

5. Match the English sentences with their corresponding Korean counterparts.

German class is not fun. • •  영어를 공부해요.

I don’t have class today. • •  저는 지금 주스를 마셔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 •  내일 친구를 만나요.

I study English. • •  오늘 수업이 없어요.

I’ll meet a friend tomorrow. •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I am drinking juice now. • •  독일어 수업이 재미없어요.

6. Select a noun from the box and write it in the appropriate blank.

시험          숙제          주스          텔레비전          책

1) 저는 ___________를 마셔요.

2) 오늘 경제학 ___________이 있어요.

3) ____________을 읽어요.

4) 한국 역사 수업은 _____________가 많아요.

5) ____________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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