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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2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Tripos, Part II 

 

Thursday 9 June 2022 13.30-16.30 

 

 

Paper K1  
  
Modern Korean Reading and Writing  
  
Candidates should answer all questions from all three sections.  
  
Write your number not your name on the cover sheet of each answer 
booklet.   
  
  
  
STATIONERY REQUIREMENTS  
20 page answer booklet  
Rough Work Pad  
  
  
  
SPECIAL REQUIREMENTS TO BE SUPPLIED FOR THIS EXAMINATION  
None  
  
  
  
You may not start to read the questions printed on the subsequent pages of 
this ques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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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 
 
 

1. Fill in the blanks with appropriate particles or leave as blanks where 
appropriate. Write out the whole sentences into the answer booklet and 
translate them into English. [20 Marks] 
 

a. 지나 씨(        ) 지나 씨의 동생 지연 씨는 대학생입니다. 두 사람은 

부산(        )  같이 삽니다. 두 사람은 주 중에 학교에 가지만 주말에는 

학교에 가(        )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  집(        ) 청소합니다. 

그 후에 어머니(        )  전화를 합니다. 

b. 여름(        ) 날씨가 덥습니다. 저는 바다(        )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        )  바다에 자주 갑니다. 하지만 장마 동안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수영을 하(        )  않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        ) 쉽니다. 

c. 올 해 7 월 7 일(        ) 14 일(        ) 일 주 동안 여름 휴가(        ) 부산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수영도 하(        )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것입니다.  

d. 저는 시간이 있(        )  주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        )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숙제도 합니다. 이번 토요일(        )  도서관에 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        )  시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후 

저녁 6 시(        ) 친구 영수 씨를 만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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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eate full Korean sentences using the following elements. You may use 
the verbs in any tense or aspect you wish and add any further elements. 
Then translate into English the sentences that you have produced.  [20 
Marks] 
 

Example: 

[Verb/ Adj +  (으)ㄹ때]     [가방] 

어제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갔을 때, 좋은 가방이 많아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When I went to the nearby shop yesterday, there were a lot of good 

bags so I bought one. 

 

 

a. [Verb + 기 전에]  [Verb + -고 싶다] 

 

b. [Verb/Adj + (으)면]  [Verb + -아/어야 하다] 

 

c. [Verb + 기 위해서]  [Verb + -아/어 주다] 

 

d. [Verb /Adj + 어서/아서]  [Verb +-(으)ㄹ 수 있다/없다]  

 

e. [Verb/Adj + (으)ㄹ 때]  [Verb + 기로 하다] 

 
 

                                                                                                         (Turn Over) 

 
  



 
Page 4 of 6 

AET2/K1/Modern Korean Reading and Writing/4/v1 

Section B 
3. Translate the following unseen passages into English. [30 marks] 
 

취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미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목록 중, 

‘이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취

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

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미를 계발시키고, 나 자신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취미의 종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살펴볼 취미는 읽고 쓰는 취미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읽고 쓰는 것입니다. 

특히 책 읽기는 모든 사람들이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취

미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 우리 지식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평온을 

주기도 합니다. 책 읽기와 비슷하게, 쓰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가 똑같은 것

은 아니지만 읽기는 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취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취미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몸을 쓰는 취미 활동입니다. 혼자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운

동은 시간 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

면 그 운동을 자주 하면 됩니다. 

 

세번째 취미는 수집입니다. 장난감, 레고, 우표, 책, 옷, 신발, 골동품 등, 여러가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집품은 그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

싼 경우도 있습니다. 

 

네번째 취미는 먹기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먹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까? 요리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 맛집 탐방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먹방을 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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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목록  List    활력  Vitality  

심지어  Even    장기적으로  In the long run  

최종적으로  Ultimately  수집하다  To collect  

계발시키다  To develop or to 
improve  

우표  Postage stamp  

만족하다  To be satisfied or to 
be happy  

골동품  Antique  

보편적인  Universal  희귀성  rarity  

지식  Knowledge  기본적인  Basic  

평온  Calmness or serenity   욕구  Desire or instinct  

비슷하게  Similarly   맛집 탐방  Food tour  

밀접한 관계  Close relationship    먹방  Mukbang or eating show 

 

 

 
                                                                                                         (Turn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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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C 
 

4. Read the following email from Ji-won to her friend Sarah. Imagine that 

you are Sarah, a university student in the UK, and write an email reply to Ji-

won as detailed and complete as you can in Korean in about 150 – 200 
words [30 marks].  
 

사라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 월에 제 동생 지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이 아팠습니다. 제 친구들 두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사라 씨의 가족들은 잘 지내십니까? 

건강은 괜찮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기를 바랍니다. 사라 씨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서울은 요즘 날씨가 따뜻합니다. 거리에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제인 씨가 있는 

영국은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영국의 계절은 어떻습니까?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습니까? 저는 내년에 영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인 씨가 있는 캐임브리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계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국의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럼 잘 지내고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지원 

 
END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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