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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⑤ “원숭이 들이 어디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숭이의 위치를 설명하는 “They 
are sleeping in the tree.”이다.

2 ④ ⓒ This is my family photo.->ⓐ What a big family! Which one is your dad?

->ⓓ He’s right here. He is smiling at me.->ⓑ Oh, I see.

3 ② want, hope +to부정사
4 ④ 조부모님-grandparents, 삼촌-uncle, 신부-bride

5 ③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Suho의 조부모님은 Scotland에서 왔다.

근거 : “Kate lives in Scotland. Kate and her parents came to Korea for my ⓑ (삼촌)’s 
wedding.”

6 ①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여 -> They look so happy.
looks+형용사: ~처럼 보인다. 

7 ③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 Suho는 스코틀랜드의 킬트를 입고 있다.
근거 : I am wearing ⓐ a skirt.

8 ④ 지칭하는 대상 : a Scottish kilt
9 ⑤ see의 과거형은 saw

10 ②
대화의 응답이 어색한 것은 

② A: Can I borrow your notebook?
B: Sure. You can't. -> Sure. You can.

11 ③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 것은 ③ 모든 새들은 땅 가까이에 살았다.

근거 :＂㉡all the birds lived ㉢happily in the treetops. ＂
12 ② 오래전에-long ago, 필요로하다-need, 구하다-save
13 ①  어법상 어색한 것은  ㉠there were->there was
14 ④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Kiwi는 이 숲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한다.

근거: “Kiwi : I know, but this forest is our home.”
15 ⑤ look like : ~처럼 보이다
16 ⑤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⑤ The Symbol of the Forest, Kiwi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how lovely What a lovely cup!: 예쁜 컵이구나!

2
ⓐ to run want + to부정사 : ~하는 것을 원하다.

like + to부정사 : ~하는 것을 좋아하다.ⓑ to make

3
ⓐ am playing be + 동사 ing: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is listening

4 tastes
~맛이 나다. (감각동사)

go의 과거는 went,
eat의 과거는 ate이다.

5
ⓐ She was nine years old last year. is의 과거 -> was

go의 과거 ->wentⓑI went to bed at nine last night.

6
ⓐThere is There is/ are: ~이 있다.

뒤따라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is와 are을 선택하여 작성.ⓑThere are

7
ⓐhave to

have to/ has to : ~해야 한다.
ⓑhas to

8 don't you? don’t you?: 그렇지 않니?
(부가의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