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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A

정답과 해설 23쪽

1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나는 어제 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 surprise )
→ I heard the

news from him yesterday.

2 농구를 하고 있는 그 소년은 내 친구 Jack이다. ( play )
→ The boy

basketball is my friend Jack.

3 떨어진 나뭇잎들이 모든 뒷마당을 덮었다. ( fall )
leaves covered the whole backyard.

→

4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 make )
→ The foreigner bought a smartphone

in Korea.

5 그 책을 두 번 읽으면, 너는 그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거야. ( read )
the book twice, you will understand the story better.

→

6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녀는 그 자전거를 살 수 없었다. ( have )
enough money, she couldn’t buy the bike.

→

B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그녀는 다친 사람들을 보살폈다. ( people, injured, the )
→ She took care of

.

2 이웃집의 짖는 개 때문에 나는 잠을 잘 못 잤다. ( the, dog, barking )
→ I didn’t sleep well because of

next door.

3 너는 고양이와 놀고 있는 저 소녀를 아니? ( a cat, the girl, with, playing )
→ Do you know

4

?

Monet가 그린 그림이 벽에 있다. ( by, painted, a picture, Monet )
is on the wall.

→

5 나는 모험영화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 interested, watching, am, in )
→I

adventure movies.

6 아침에 등교할 때 나는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 to, going, school )
in the morning, I like to listen to mu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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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A

정답과 해설 23쪽

2

다음은 Paul의 학급 사진이다. 주어진 동사를 활용하여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시오.

Laura

Paul

Mark

Ms. Green

보기

Laura is the girl waving her hand. (wave)

1 Ms. Green is the woman
2 Mark is the boy

. ( hug )

3 The boy

B

. ( surround )

is Paul. ( stand behind )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Title: The Dancers
1. Painter: Georges Noel
2. Some dancers are kicking their feet high in the air.
3. Some musicians are playing instruments.

보기

This is the painting titled the Dancers .

1 This is the painting

Georges Noel.

2 The painting shows some dancers
3 There are some musicia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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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정답과 해설 23쪽

A

There are many superstitions around the world. Among
them, the number 13 is probably the most popular
superstition. Many buildings do not have a room number
13 or a 13th floor. Some say that a long time ago, a man
used his ten fingers and two feet to count, and he could
only count up to 12. People got so scare that they couldn’t
continue beyond number 12. However, the ancient people
of Egypt and China regarded this number as very lucky.
So, there is not a single acceptable explanation or answer for treating it as unlucky.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There is no 13th floor in many buildings.
② Some people don’t like the number 13.
③ Ancient Egyptians and Chinese liked the number 13.
④ The number 13 is the most popular number in the world.
⑤ Some say that people in the old days could only count up to 12.

2

윗글의 밑줄 친 scare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Words and Phrases
superstition  미신

among  ~사이(에서)

probably  아마

popular  인기 있는, 유명한

floor  (건물의) 층

count  세다

up to (특정한 수·정도 등) 까지

scare  겁주다, 무서워하다

continue  계속하다

beyond  ~을 넘어서

ancient  고대의

regard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acceptable  합당한

explanation  설명

treat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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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정답과 해설 24쪽

B

Do you know the New York City Marathon? A man
(A) (naming / named) Fred Lebow started it in 1970.
It began as a small and unimportant race, but today,
it has become popular enough to attrac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Recently, more than 43,000
people ran in the marathon and large crowds
cheered the runners on. The participants ran through New York City and it took the best runners
less than three hours. Through the years, many (B) (exciting / excited) events happened during
the marathon. A young couple got married a few minutes before the race. Then they ran the
race with their wedding guests. Although Fred Lebow, the founder of the New York City
Marathon, has died, the marathon and all its excitement will continue.

1

2

윗글을 읽고 New York City Marathon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① 창시자

② 창설 연도

④ 출발점

⑤ 최고 주자들의 완주 시간

③ 최근 참가자 수

윗글의 (A)와 (B)의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쓰시오.

 (A)

  ( B )

Words and Phrases
marathon  마라톤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attract  마음을 끌다

recently  최근에

more than ~보다 많이, ~ 이상		 crowd  군중

participant  참가자

less than ~보다 적게, ~ 미만		 get married 결혼하다

founder  설립자, 창시자

excitement  흥분, 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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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1

형용사를 만드는 -ous
poison  독, 독약

poisonous  유독한

치명적인 독: a


유독 가스: 

deadly

religion  종교

religious  종교적인

종교의 자유: freedom


of

continuous  계속되는, 지속적인

for two weeks

2주간 지속되다: 

economic

지속적인 경제 성장 : 

growth

danger  위험

dangerous  위험한

위험에 직면하다: face


위험한 상황: a


mystery  신비, 불가사의

mysterious  불가사의한,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로 남다: remain


불가사의한 사건: a


a

situation

event

형용사를 만드는 -(t)ive
protect  보호하다
one’s

사생활을 보호하다: 

privacy

protective  보호하는
보호 장갑: 

effect  영향, 효과, 결과

effective  효과적인

원인과 결과: cause


효과적인 치료: an


and

create  창조〔창작〕하다
등장인물을 창조하다: 

낯선 사람들과 말하다: 

a character

with

strangers

inform  (공식적으로) 알리다
그에게 그것을 알리다: 

gloves

treatment

creative  창조적인, 창의적인

talk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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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종교적인 신념: 

continue  계속하다, 지속되다

2

gas

창의적인 디자인: 

design

talkative  말하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수다스러운 사람: a

person

informative  유익한, 정보를 주는
him of it

유익한 기사: a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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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용사를 만드는 -ish
fool  바보

foolish  어리석은

바보처럼 행동하다: act


like a

어리석은 행동: 

child  아이
두 살짜리 아이: a


behavior

childish  어린애 같은, 유치한
two-year-old 

유치한 생각: 

self  자신, 자아, (자신의) 본모습

selfish  이기적인

자신의 예전 본모습: one

’s

이기적인 선택: 

old

Britain  영국

British  영국의

대영제국: Great


영국(의) 억양 : a


Spain  스페인

Spanish  스페인의

스페인 남부: southern

스페인 영화 : a


thinking

choices

accent

film

Voca Checkup

A

다음 영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영어로 쓰시오.

1
2
3
4
5

B

6 계속되는, 지속적인

religious

7 창조적인, 창의적인

dangerous

8 유익한, 정보를 주는

talkative

9 이기적인

foolish

10 스페인의

British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어구를 완성하시오.

1 a

snake (독사)

2 a beautiful and
3 a

4 the
5

story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이야기)
layer (보호막)
use of color (효과적인 색채 사용)
handwriting (어린애 같은 필체)

정답 A 1 종교적인 2 위험한 3 말하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4 어리석은 5 영국의 6

continuous 7 creative 8 informative 9 selfish 10 Spanish
B 1 poisonous 2 mysterious 3 protective 4 effective 5 chil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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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

5

다음 대화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A: Look at the

leaves!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

Most people live in cities are busy.
②
③
④ ⑤
		①

B: Wow! They look like they are dancing in
the air.

2

① fall

② fell		

④ falling

⑤ felling

다음 밑줄 친 ①~⑤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③ fallen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 창문은 어제 깨졌다.

= The window was

yesterday.

① break

② broke

④ breaking

⑤ to break

6

③ broken

다음 문장에서 ‘burning’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
은?

The ( ① ) firefighters ( ② ) rescued the ( ③ )
people from ( ④ ) the ( ⑤ ) house.

3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을 찾아 고쳐
쓰시오.
그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방이 있다.

= She has a bag making in Korea.
 

7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How was the movie last night?

4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각 빈칸에 알맞은 형
태로 바꿔 쓰시오.

people

. I even saw some
during the movie.

어제 나는 흥미진진한 축구 경기에 정말로 흥분했었다.

① bored - sleep

② bored - slept

= Yesterday I was really

③ boring - slept

④ boring - sleep

the

42

B: I t was

about

soccer game. (excite)

⑤ boring - 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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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시오.

[12~14]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2

The bike was (fixing / fixed) by Jack.

13

Sarah sat on the sofa (holding / held) a cat

불타는 가스가 만든 뜨거운 공기는 열기구가 뜨도록 도움
을 준다.

(make) by the

= T he hot-air

(burn) gas helps the hot-air
balloon float.

in her arms.

9

다음 대화의 밑줄 친 ①~⑤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A: Are you interesting in flowers?
①
②
		
B: Yes. Actually I like to take pictures of
③
④
⑤
		
wildflowers.

14

(Having not / Not having) much money, he
couldn’t buy a nice computer.

[10~11]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을 찾아
고쳐 쓰시오.

10

[15~16]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
요즘 몇몇 학생들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

시오.

간을 낭비한다.

15

 Nowadays some students waste too

The dog was barking, and it looked very
scary to me.

much time played mobile games.

looked

= T he
 

11

아빠는 닭튀김과 샐러드를 좋아하신다.
 My dad likes frying chicken and salad.

 

very scary to me.

16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 

tired, I went to bed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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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7~20]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
은 형태로 바꿔 쓰시오.

22

hospital.

보기

 My mother is a doctor

take   play   park   leave

17

We know the girl

My mother is a doctor. She is working in this
in this

hospital.

the cello on

stage.

[23~25]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
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8

23
A car

on the street can make a

(meat / boiled / eating)

traffic jam.

19

 He likes 

I have a lot of pictures

in New

24

The student

.

코치와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는 Amy를 봐라.

(her coach / with / tennis / practicing)

York City in 2016.

20

그는 삶은 고기 먹기를 좋아한다.

 Look at Amy 

the classroom last

25

.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은 햇빛을 즐기며 앉아 있었다.

(enjoying / sat / the sunshine / in the zoo)

has to turn off the lights.

 The lions 

.

[21~22]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를 쓰시오.

[26~27]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한 단
어를 쓰시오.

21

26

Mr. Kim is a great science teacher. He is
respected by most students.

could buy a nice dress.

 Mr. Kim is a great science teacher

= 

by most students.

44

Because she saved enough money, she
enough money, she could

buy a nice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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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27

While Tara drank a cup of tea, she enjoyed

31

listening to music.
=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 단어를 활용하여 마법의 성을 설
명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a cup of tea, Tara enjoyed

listening to music.

2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기

① My favorite activity is swimming.

make  lie  write  paint

② The dog is running after the cat.
③ He is walking into the classroom.

(1) Look at the wall

④ The man playing tennis is my father.

(2) There is some bread on the dish

⑤ I know the girl singing on stage.

blue.

of gold.
(3) The book

in English is flying.

(4) T he teapot

on the table is

singing.
[29~30]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29

Not knowing what to do, I’m asking for your
advice.
① If I don’t know what to do

서술형

32

② While I don’t know what to do

민호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분
사구문’을 쓰시오.

③ Since I don’t know what to do

(1) 		(2)
I feel
hungry.

④ Though I don’t know what to do

I have a
math exam.

⑤ Before I don’t know what to do

(1) •

30

Being born with no arms, he became an
excellent swimmer.
① If he was born with no arms
② After he was born with no arms

, Minho ate

tteokbokki .
•

, he read a

comic book.
(2) •

③ When he was born with no arms
④ Before he was born with no arms
⑤ Although he was born with no arms

, Minho studied math.
•

, he listened
t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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