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Зад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7 класса 

I ВАРИАНТ 

1.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좋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마흔  두 살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닙니다.  어머니는  서른  여덟 살입니다.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언니는  학생입니다.  열 네 살입니다.   

우리  가족은  일요일에  같이  운동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2.    Ответьте на вопросы: 

1. 가족이  모두  몇 명입니까? 

2. 동생이  있습니까? 

3.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4. 어머니는  한국어를  가르칩니까? 

5. 언니가  몇 살입니까? 

6. 일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3.  Переведите слов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семья                                                - воскресенье 

- учитель                                            - интересно 

-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4.    Выберите правиль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1) 우리  가족은  모두…………………….명입니다. 

а.여섯                        б. 다섯                      в. 네 

2) 나는  ………………………….사랑합니다. 

а.어머니를                           б.언니를                                в. 할머니를 

3) 아버지는…………………………..살입니다. 

а.42                                б.45                               в.39 

4) 어머니는……………………….살입니다. 

а.28                                 б.38                              в. 41 

5) 학교에서…………………………가르칩니다. 

а.수학을                          б. 한국어를                             в.영어를 

 

 

 



Зад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7 класса 

II ВАРИАНТ 

1.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바실리는 누나  옥사나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바실리는  그림 책을 보고  누나는 역사 책을 읽었습니다. 

여름 방학에 우리 가족은  바다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동생과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9월  1일은  호세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호세는  선물을  많이  바닸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2. Ответьте на вопросы: 

1. 바실리는  어디에  갔습니까? 

2. 바실리는 도서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3. 마리아는  여름 방학에  어디에  갔습니까? 

4. 마리아는 바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5. 호세는 9월  1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6. 호세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3. Переведите слов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старшая сестра                                  -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 плавали                                               - вечеринка по случаю дня рождения 

- настроение 

 

4. Выберите правиль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1) 바실리는 누나 옥사나와  함께  ……………. 갔습니다. 

     а. 바다에                    б. 도서관에                  в. 국장에 

2) ……………..   우리 가족은  바다에  갔습니다. 

      а.여름 방학에                  б.일요일에                      в.가을에 

3) ………………   호세의   생일이었습니다. 

   а. 9 января                  б. 2 августа                      в. 1 сентября 

  4)   호세는  ………………    많이  바닸습니다. 

   а.책을                       б. 컴퓨터 게임을                      в.  선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