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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의 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각 물음에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문항수는 총 ( 24 ) 문항입니다.
   -선다형 ( 16 )문항, 서술형 ( 8 )문항
○ 과목코드는 (10)입니다.

1. 다음 대화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3점)
A: Where are monkeys?
B: Over there. ⓐ                       .
A: Oh, there they are.
① I like them.
② It likes bananas.
③ Yes, I can find them.
④ No, I can't find them.
⑤ They are sleeping in the tree.

2. 다음 대화의 순서를 알맞게 배열한 것은? (4점)
ⓐ What a big family! Which one is your dad?
ⓑ Oh, I see.
ⓒ This is my family photo.
ⓓ He’s right here. He is smiling at me.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보기>의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점)

 보 기ㅗ

He wants ⓐ        to the school playground.
She hopes ⓑ        a kind friend.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uho's Story

Friday, March 21   19:08
  These are my ⓐ (조부모님) and my cousin, Kate. 
She lives in Scotland. Kate and her parents came to 
Korea for my ⓑ (삼촌)’s wedding.

Sunday, March 23    20:10
  This photo is from the wedding. This is my ⓑ (삼촌). 
He is looking up at his ⓒ (신부). He is a little 
short, and she is very tall. ㉠ 그들은 매우 행복해보여.
4. 위 글의 밑줄 친 ⓐ～ⓒ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점)
① Kate는 Suho의 사촌이다.
② Kate는 Scotland에서 산다.
③ Suho의 조부모님은 Scotland에서 왔다.
④ 삼촌은 신부를 올려다보고 있는 중이다.
⑤ Kate의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다.

6. 위 글의 밑줄 친 ㉠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게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① They look so happy.
② They looks so happy.
③ They look so happily.
④ They looks so happily.
⑤ They look so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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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granddaughter cousin bride
② granddaughter uncle bride 
③ grandparents uncle aunt
④ grandparents uncle bride
⑤ grandparents cousin aunt

ⓐ ⓑ
① to go meeting
② to go to meet
③ going meeting
④ going to meet
⑤ going to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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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uho's Story

Tuesday, March 25   19:18
Today is my 13th birthday. I had a birthday 

party with my family. 
How do I look? I am wearing ⓐ a skirt. Yes, it 

is ⓑ a Scottish kilt. Kate brought ⓒ it from      
ⓓ Scotland for my birthday present. Everybody had 
a lot of fun and a great time.
└ Minho: You look GREAT.

└ Suho: Thank you.
└ Semin: Can I try ⓔ it on?  

└ Suho: Of course.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점)
① Suho의 생일은 5월 25일이다.
② Kate는 삼촌 선물을 가져왔다.
③ Suho는 스코틀랜드의 킬트를 입고 있다.
④ Suho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했다.
⑤ Suho의 가족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8. 위 글의 밑줄 친 ⓐ∼ⓔ중 지칭하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5점)

①　ⓐ ②　ⓑ ③　ⓒ
④　ⓓ ⑤　ⓔ

9. 다음 글의 밑줄 친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3점)

Last Friday our class ⓐ went on a field trip to 
Gyeongbokgung. I ⓑ did many interesting things 
there. First, we took a picture of Gwanghwamun. 
Then, we went to Geunjeongjeon. We ⓒ played 
traditional games there. In Gangnyeongjeon, we    
ⓓ looked around the big room. In Gyeonghoeru, we 
ⓔ seed a beautiful large pond. We had a great time 
and enjoyed the trip a lot.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다음 중 대화의 응답이 어색한 것은? (4점)
① A: Can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B: Sure. Go ahead. 
② A: Can I borrow your notebook?
   B: Sure. You can't.
③ A: Excuse me. I want to check out this book.
   B: OK. May I have your ID number, please?
④ A: Can I use your eraser for a while?
   B: Of course. Here you are.
⑤ A: Can I go to the party with my sister?
   B: Of course, you can.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래전에), ㉠there were a big forest in New 
Zealand. Tane was the god of the forest, and ㉡all 
the birds lived ㉢happily in the treetops. 

Tane : They are so beautiful! Many worms ㉣are 
eating the tree leaves in the forest. Hmm, I ㉤have 
to do something. Birds! I ⓑ(필요로하다) your help. 
I want to ⓒ(구하다) this forest. 
Birds : How can we help you?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점)
①　Tane은 숲의 신이었다.
②　뉴질랜드에는 큰 숲이 있었다.
③ 모든 새들은 땅 가까이에 살았다.
④　Tane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⑤ 많은 벌레들이 숲에 있는 나뭇잎을 먹고 있다.

12. 위 글의 빈칸 ⓐ～ⓒ에 주어진 우리말 뜻에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13. 위 글의 밑줄 친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4점)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① Long ago hope save
② Long ago need save
③ Long ago need safe
④ Before long hope save
⑤ Before long need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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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ane : Oh! What shall I do?
Kiwi : Excuse me, but can I do it?
Tane : This will not be easy ⓐ at all, Kiwi.
Kiwi : I know, but this forest is our home.
Tane : Thank you, Kiwi! ⓑ From now on, you will 

be the ⓒ symbol of this forest.
Kiwi : Oh, Tane. Thank you! 
Man 1 : We are so ⓓ proud of the Kiwi birds. Now 

we want to be “Kiwis.” 
Woman 1 : Oh, this fruit ⓔ looks like a Kiwi bird. 

Now they will be “Kiwis,” too!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점)
①　Kiwi는 쉬운 일에 도전한다.
②　Tane은 Kiwi를 고마워하지 않는다.
③ 키위라는 과일은 키위 새와 관련이 없다.
④　Kiwi는 이 숲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한다.
⑤ Man 1은 Kiwi를 자랑스러워 하지 않는다.

15. 위 글의 밑줄 친 ⓐ～ⓔ와 우리말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점)

①　ⓐ: 전혀 
②　ⓑ: 지금부터
③ ⓒ: 상징
④　ⓓ: 자랑스러워하는
⑤ ⓔ: ~를 좋아하다

16. 위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3점)
①　A Popular Fruit 
②　The King of Fruits
③ The Largest Forest
④　The God of the Forest, Tane
⑤ The Symbol of the Forest, Kiwi

서술형 문항
서술형 1.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와 같은 의미가 되도록 

영어문장을 완성하시오. (4점)
A: Happy birthday. Minji!
B: Thank you!
A: This is for you.
B: Oh, ⓐ what a lovely cup! I love it!

Answer :　             !

[채점기준]
- 감탄문의 형식을 활용할 것.
- 두 단어로 쓸 것.

서술형 2. 다음 대화의 빈칸 ⓐ, ⓑ에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게 써 넣으시오. (6점)

그들은 매일 달리는 것을 원한다.
They want ⓐ                  everyday.
John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John likes ⓑ                  cakes.
ⓐAnswer:                    (3점)
ⓑAnswer:                    (3점)

[채점기준]
- 각각 두 단어로 쓸 것.

서술형 3.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 (6점)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play)
ⓐ I ____ _________ soccer with my friends.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listen)
ⓑ He ____ _________ to music.

ⓐAnswer: ____ _________ (3점)
ⓑAnswer: ____ _________ (3점)

 
[채점기준]
 - 현재진행형을 활용할 것.
 - 각각 두 단어로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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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4.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4점)

I'm having spaghetti. It ⓐ __________ delicious.
                       (~맛이 나다)

Answer: ⓐ           

[채점기준]
- 한 단어로 쓸 것. 

서술형 5.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올바르게 고쳐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5점)

a) She is nine years old last year.
b) I go to bed at nine last night.

a) Answer:                                  (2.5점)
b) Answer:                                  (2.5점)

[채점기준]
 - 문장으로 완성할 것.

서술형 6.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도록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넣으시오. (5점)

a)                    a table in the kitchen.
   부엌에 탁자 하나가 있다.
b)                    cats on the bed.
  침대 위에 고양이들이 있다.

a) Answer:                    (2.5점)
b) Answer:                    (2.5점)

[채점기준]
- 각각 두 단어로 쓸 것.

서술형 7.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도록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넣으시오. (5점)

a) I                     finish this homework today.
   나는 오늘 이 숙제를 끝마쳐야 한다.
b) My grandmother                     wear glasses.
   나의 할머니는 안경을 쓰셔야 한다.

a) Answer:                    (2.5점)
b) Answer:                    (2.5점)

[채점기준]
- 각각 두 단어로 쓸 것.

서술형 8. 다음 대화의 밑줄 친 우리말을 영어문장으로 
바르게 쓰시오. (5점)

A : You like movies, 그렇지 않니?
B : Yes, I do.
A : Let's watch a movie.
B : That's a good idea.
Answer:                   

[채점기준]
- 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을 활용할 것.
- 두 단어로 쓸 것.

끝.

◈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이동중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