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다반 여름방학숙제 ♣ 
1.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Choose a right word to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가: 아침에 뭐 먹었어요?  
나: 우유( ) 빵을 먹었어요.  

① 하고 ② 가 ③ 에게 ④ 과  
 
2. 책 오른쪽에 사과를 그리세요. 

 

 
 
 
 
 
 
 
 
 
 
 



 
※ [3~5] 글과 그림이 맞게 줄을 그으세요.  
Match the expression to the correct picture. 

 
 
 
3. 눈이 내린다  

 

 
 
4. 비가 내린다  

 

5. 덥다  
 

 

※ <보기>와 같이 맞는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Encircle the correct expression refer to the example. 

<보기> 지금 Tom의 기분이 어때요? 

 
힘들다 ( ), 화가 났다 ( 0 ) 



6. 지금 Mary의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다(  ), 슬프다(  ) 
 
※ <보기>와 같이 ( )안에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Choose the answer refer to the example. 

< 보기 > 어제 비가 (오다). ( 3 ) 
① 올게요. ② 옵시다. ③ 왔어요. ④ 올 거에요.  

 
7. 나는 어제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 (  ) 
① 해요. ② 했어요.  
③ 할 거예요. ④ 하는 중이에요. 
 
8. ‘Jina’가 한 일이에요.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This is Jina's schedule. Choose the correct expression. 
 

 
Jina's schedule 
월요일 : 수영 
화요일 : 피아노 
수요일 : 그림 
목요일 : 태권도 

 
가: 지나는 목요일에 그림을 그렸어요? 
나: 아니요. 목요일에 그림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9. 밑줄 친 숫자를 한글로 잘 읽은 것은? (  ) 
Put the underlined telephone number in Korean. 

 
가: 너 혹시 안나 전화번호 알아?  
나: 잠깐만. 1957-5034야.  

① 이구오칠에 오공사삼 ② 일구칠오에 오이사삼  
③ 이구일칠에 일공삼사 ④ 일구오칠에 오공삼사  
 
10.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Read the dialogue and fill in the blank. 

* 줄 리 : 마이클, 토요일에 만화영화 같이 보자. 

 
* 마이클 : 미안해 줄리. 토요일에는 한글학교에  
가야해. 그래서 만화영화 (                      ) 

① 볼 수 있어 ② 못 봐 ③ 보지마 ④ 보려고 
 
11.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Choose a right word to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가: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갈 거예요.  
나: 그래요? 뉴욕( ) 서울( ) 비행기로 몇 시간 걸려요?  

① 에, 까지 ② 에서, 까지 ③ 하고, 동안 ④ 에서, 부터 



12.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가: 점심으로 비빔밥이 좋니? 아니면 불고기가 좋니?  
나: 저는 불고기(     ) 비빔밥이 더 좋아요.  

① 가 ② 도 ③ 보다 ④ 만큼  
 
13. 아래 글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a right word. 

 
오늘은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에요.  
(             ) turkey를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KFC 치킨을 먹었어요. 
① 그러나 ② 그러니까 ③ 그리고 ④ 그래서  
 
 
14. 아래 그림을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Look at the picture, choose the right word. 
  
 
가: 내일 비가 올까요?  
나: 네, 비가                      .  
  
① 왔어요. 
② 오니까요. 
③ 올 거예요. 
④ 오더군요. 
 
 



15. 아래 그림을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Look at the pictures, choose the right word. 

 

가: 컴퓨터 게임을 할까요? 
나: 수영을 해요. 

 
① 더울까봐 ② 더우니까 ③ 더우려고 ④ 덥우니까 
 
16. Quincy의 편지를 보고 맞는 것을 찾으세요.  
Read Quincy's letter and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Dear Josh 
안녕? 잘 지냈니? 여기 미국은 요즘 너무 추워. 한국은 어때? 
나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야. 너 다음 달에 생일이지?  
같이 생일파티하자. 그 때 너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도 먹자.  
너 주려고 어제 백화점 가서 장난감 샀어. 빨리 보고 싶다,  
친구야. 안녕. From Quincy 

① Josh는 Quincy의 삼촌이에요.  
② Quincy는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예요. 
③ Quincy는 불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④ Quincy는 한국에서 Josh의 생일 선물을 살 거예요. 
 
 
 



17.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s and put the sentences in the correct order. 
 
 
 
 
 
 
 
 
 
 
 
 
 
 
 
 
 
A. Ron은 선생님께 혼났어요. 너무 슬펐어요. 
  
B. Ron은 너무 졸려서 아침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C. Ron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봤어요. 
 
D. Ron은 학교에 늦어서 뛰었어요. 하지만 빨리 갈 수 없었어요.  
 
C → → →  
 
 
 
 
 
 



※ [18-20] 아래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Read the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늘 한국에서 오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울에서 사세요. 미국에 처음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고모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엄마하고 고모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형은 방들을 정리해요.  
아버지와 삼촌은 자동차로 공항에 가셨어요. 온 가족이 바빠요.  
그러나 모두 기쁘게 일을 해요.  

18.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언제 오세요? 
 
19. 엄마가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 했어요?  
 
20. 밑줄 친 부분을 영어로 바꿔 쓰세요.  
Translate the underlined sentence in English. 
 
※ [21-22] 아래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 쓰세요. 
Translate English into Korean. 
21. My dog is bigger than Tom's one. 
 
22. “Have you read 'Harry Po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