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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계절 (Four seasons in Korea)
Korea has four very distinct seasons: Spring is from mid-March to the
end of May. The temperature is warm and can also vary greatly
causing phenomenon like spring colds; Summer is from June to
August. Summer is the rainy season in Korea. The temperature is hot
and the humidity is very high; Autumn is from September to November.
Mild days and clear weather make the autumn months the most
pleasant time of the year. Winter is from December to mid-March; the
weather is usually cold and dry. Heavy snow in the north and east
makes for great ski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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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국의 계절 정보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계절에 대해 다음 빈 칸
을 채워보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about the weather in your
country.
한국

계절
Seasons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3월 ~ 5월
시기

여름: 6월 ~ 8월

Timeframe

가을: 9월 ~ 11월
겨울: 12월 ~ 2월

봄: 벚꽃축제
계절활동

여름: 물놀이, 수영

Activities

가을: 단풍놀이
겨울: 스키, 눈싸움

여러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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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 (7과~9과)
※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most appropriate word
to fill in the blank.
1. 저는 목요일을 좋아해요. (
① 금요일

② 그리고

) 토요일도 좋아해요.
③ 하고

2. 저는 수진 씨를 일요일 저녁 7시(
①에서 만나요

※ (3~7) (

② 에서 갔어요

④ 안

).
③ 에 만나요

④ 에 갔어요

)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incorrect

word for the blank.
3. (

)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① 학교에서

4. 점심을 (
① 어디에서

5. 오늘 저녁에 (
① 어디

① 극장에서

③ 내일

④ 어제

③ 언제

④ 몇

③ 약속

④ 일

③ 그러면

④ 안

③ 언제

④ 뭐

) 먹어요?
② 무엇을

)이 있어요?
② 시간

6. 저는 영화를 (

7. (

② 열 시에

) 봤어요.
② 일요일에

) 회의가 있어요?

① 무슨 요일에

②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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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밑줄 친 것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sentence with
the incorrect expression.
8. ① 어제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② 오늘 비가 와요. 그리고 날씨가 춥어요.
③ 오늘은 눈이 안 와요. 비가 와요.
④ 저는 여름을 안 좋아해요.

9. ① 마크 씨 하고 집에서 같이 음악을 들었어요.
② 저는 일요일에 안 운동해요.
③ 저는 월요일에 바빠요.
④ 저는 오후에 안 자요.

10. ① 어제 극장에서 여덟 시 십오 분에 친구를 만났어요.
② 오늘 저녁에 같이 세종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요?
③ 시월 십일에서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④ 저는 한국에 십이월 오 일에 갔어요.

※ (11~12)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most appropriate
sentence to fill in the blank.
11. 가: 오늘 날씨가 더워요?
나:

.

① 네, 겨울을 좋아해요

② 아니요, 날씨가 시원해요

③ 네, 눈이 와요

④ 아니요, 날씨를 안 좋아해요

12. 가: 언제 한국 영화를 볼까요?
나:

.

① 금요일에 날씨가 나빴어요

② 괜찮아요. 겨울은 추워요

③ 2월 14일에 먹어요.

④ 금요일 오후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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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the incorrect
sentence for the blank.
13. 가: 어제 몇 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나:

.

① 7시에 마크 씨하고 먹었어요

② 6시 30분에 먹었어요

③ 어제 저녁을 안 먹었어요

④ 불고기를 먹었어요

14. 가: 무슨 요일에 일해요?
나:

.

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모두 일해요

② 화요일에 날씨가 좋아요

③ 수요일에 커피숍에서 일해요

④ 목요일에 약속이 있어요

※ (15~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Read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s.
가: 호주는 언제 날씨가 추워요?
나: 6월하고 7월에 추워요.
가: 요즘은 호주 날씨가 어때요?
나: 요즘은 날씨가 시원해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요.
가: 그러면 9월에 같이 호주에 놀러갈까요?
나: 좋아요. 9월 1일에 가요.
15. 언제 호주에 갑니까?
① 유월

② 칠월

③ 팔월

16.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① 호주는 유월하고 칠월에 날씨가 추워요.
② 요즘 호주 날씨는 더워요.
③ 요즘 호주 날씨는 좋아요.
④ 호주에 놀러갈 거예요.

④ 구월

135

※ (17~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Read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s.
가: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나: 네, 괜찮아요.
가: 그러면 저하고 세종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요? (

)

나: 미안해요. 저는 불고기를 안 먹어요.
17.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① 물건 사기
18. (

② 이름

③ 약속

④ 날씨

)에 알맞은 질문을 고르십시오.

① 세종 식당에 어디에 있어요?

②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요?

③ 불고기가 어때요?

④ 날씨가 어때요?

※ (19~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Read the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저는 10월 8일에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10월 10일에 친구를 만
났습니다. 친구 이름은 제인입니다. 제인하고 저는 오후 1시에 만났습
니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6시 30분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8시에 집에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 갔습니다. 10
월 11일에 아주 바빴습니다.
19. 10월 10일에 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제인을 만났습니다.

② 점심을 먹었습니다.

③ 민수를 만났습니다.

④ 한국에 갔습니다.

20.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저는 한국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인도 만났습니다.
② 저는 시월 십일에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③ 저는 여덟 시에 민수 집에 갔습니다.
④ 저는 시월 십일에 안 바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