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 Test 1
[01-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03-0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

01

진 것을 고르세요.

03 A: Is that boy your son?
B: No, he

① is - My		
③ isn’t - My
⑤ aren’t - Your

little brother is very clever.
① I		
③ Yours		
⑤ They’re

② He’s
④ Jisu’s

04

I have
① a pencil
② a pencils
③ six pencil
④ six pencils
⑤ six penciles
●

.

05

② is - His
④ isn’t- Your

•There

some shoes on the

shelf.
•There

a clock on the wall.

① is - is		
③ are - is		
⑤ isn’t - isn’t

02

80

.
son is not here.

•I
•He

② is - are
④ are - are

13 years old.
a teacher.

① am - am		
③ is - are		
⑤ are - is

② am - is
④ is -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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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2~25 쪽

[06-07]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08-09]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06 ① I want two cup of coffee.

08 A: Are Cindy and Jack American?

② He drinks one cup of tea.
③ He buys a bottle of water.
④ She has three pieces of paper.
⑤ They need two glasses of milk.

B:
① Yes, he is.
② Yes, they are.
③ No, we are.
④ No, you aren’t.
⑤ No, we aren’t.

09 A: Is this your car?
B:
① No, it is.		
② Yes, it is.
③ Yes, he is.
④ No, I am not.
⑤ No, you aren’t.

07 ① She has two dolls.
② Give me those book.
③ This movie is interesting.
④ There is a computer in the room.

⑤ There
are three trees on the street.

1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He is a father.
② She has four classes.
③ My sister is very cute.
④ This is a new umbrella.
⑤ The movie is tou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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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Minho is

.

① at home
② runs fast
③ very kind
④ from Canada
⑤ my classmate

ⓐ
Hello! My name
Mijin.
ⓑ
an elementary student.
I
My father is 40 years old. He is a
doctor.
But my mother isn’t a doctor. She
ⓒ
ⓓ
a pianist. My sister
ⓔ
a high school student. She
pretty.
I love my family.
우리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13

위 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④ⓓ

14
12

●

위 글의 밑줄 친 My father를 대명사로 바꿀 때

① I		
③ She		
⑤ Her

이 정원에는 많은 꽃들이 있다.

82

③ⓒ

알맞은 것은?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① There is many flower in this
garden.
② There is many flowers in this
garden.
③ There are many flower in this
garden.
④ There are many flowers in this
garden.
⑤ There are in this garden many
flowers.

② ⓑ		
⑤ⓔ

15

② He
④ His

위 글의 밑줄 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① I am very happy now.
② We is very happy now.
③ We are very happy now.
④ They is very happy now.
⑤ They are very happ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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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대화에서 틀린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18

고치세요.

정답과 해설 22~25 쪽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1) There are four ladys in the room.

A: Welcome to my home. Come on
in.
B: Oh, you have a beautiful house.
A: Thank you. Do you want a cup of
coffees?
B: Yes, please. With cream and
sugars.
(1)



(2)



방에 네 명의 숙녀가 있다.


(2) That books are interesting.
저 책들은 흥미롭다.



[19-20]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17

다음 표를 보고,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Name

Country

Age

Job

Mike
Yuri

Canada
Korea

33
13

lawyer
student

(1) Yuri

She

19

뉴욕은 큰 도시이다.

New York

.
(is / city / big / a)

from Canada.
from Korea.

(2) A: Is Mike 13 years old?
B:
, he

.

20 Jenny는 그의 여동생이다.

He is 33 years old.
(3) A: Are Mike and Yuri artists?
B:
,

.

Jenny

.

(sister / is /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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