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우리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예상문제 � 정답과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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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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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more ⑵ please

문항 번호
서답형 3
서답형 4

주관식 답안
⑴ i, n, g, i, n, g
⑵ a, n, c, i, n, g
⑴ 배드민턴 치기 ⑵ 2시

도움말
1. 강릉은 바람 불며 춥고, 제주는 비가 온다고 했으므로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2. ①`번은‘할아버지’그림이므로 grandfather라고 해야 한다.
을 뜻하는 family와‘엄마’
를 뜻하는 mother가 들어가야 한다.
서답형 1. 각각‘가족’
3. 여자아이가 감기에 걸려 야구를 못한다고 했으므로 동정을 나타내는 That’s too bad.라고 말해야 한다.
4. 여자아이가 사고 싶은 것은 watch이고, nine hundred won이라고 했다.
5. 오늘은 P.E.(체육), science(과학), math(수학) 수업이 들었다고 했다.
6. P.E.(체육), science(과학), art(미술), music(음악) 수업이 들은 요일은 목요일이다.
7. It’s in the box.라고 했으므로 필통이 상자 안에 들어 있다.
8. ② The book is on the sofa. ③ The ball is on the table. ④ The bag is under the table.이 옳은 표현이다.
9. 첫 문장은 감탄문이므로 느낌표(!)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문장 안에 있으므로 쉼표(,), 마지막 문장은 평서문
이므로 마침표(.)가 들어가야 한다.
10. What a nice day!는 맑고 화창한 날씨에 대한 감탄의 표현이다.
11. 남동생은 키가 크고 여동생은 키가 작다고 했다.
12. 머리가 길고 멋진 안경을 쓰고 있다고 했으므로 일치하는 그림을 찾는다.
13. Is this yours?라고 물었으므로, Yes, that’s mine. 또는 No, that’s not mine.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14. Paul이 잃어버린 파란색 필통을 Amy가 찾아 주었다.
는 뜻이다.
16. do taegwondo는‘태권도를 하다’
에 해당하는 의문사 what이 제일 먼저 오고, 뒤이어 동사 are와 주어 you가 이어진다.
17.‘무엇’
18. 어제 Peter는 사촌과 축구를 했고, Ann은 하이킹을 갔다.
19. 글쓴이는 아빠와 야구가 아닌 농구를 했다.
20. 밴드를 만들어 남자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여자아이는 피아노를 친다고 했다.
21.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생일이 같으므로 생일이 같다는 말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는 응답이 이어져야 한다.
24. Tom과 통화할 수 있냐는 말에는‘잠시 기다리세요.’또는‘전데요.’
25. 교회는 학교 옆에 있으므로 The church is next to the school.이라고 해야 한다.
27. 여자아이는 오후에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자아이는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거절을 했다.
29. ②`번은 남자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음식을 거절하는 말을 하고 있다.
30. ② 민수의 생일은 9월 26일이다. ③ 케빈도 오기로 되어 있다. ④ 2시에 생일 파티가 있다.

문항 번호

듣기 녹음 자료

1

W: This is the weather news. It’s windy
and cold in Gangneung. Put on your
coat outside. It’s raining in Jeju. Take
your umbrella with you. Have a nice
day!

3

B: Julie, let’s play baseball.
G: Sorry, I can’t.
B: Are you okay?
G: I’m sick. I have a cold.
B:

4

M: Can I help you?
G: Yes, please.
M: What do you want?
G: I want a watch. How much is it?
M: It’s nine hundred won.

5

G: Hi, Jinsu. You look happy today.
B: Oh, really? I have P.E. class today.
G: That sounds good.
B: I have science and math classes, too.

7

B: Mom, where’s my pencil case?
W: It’s on the desk.
B: It’s not on the desk.
W: Look! It’s in the box.
B: Thanks, Mom.

11

13

15

G: It’s very delicious. What is it?
B: It’s songpyeon.
G: Songpyeon? I like it.
B: Do you want some more?
G: No, thanks.

16

18

20

B: What will you do for the talent show?
G: I’ll play the piano. How about you?
B: I’ll sing a song.
G: Then let’s make a band.
B: That’s a good idea.

21

B: When is your birthday?
G: It’s June 17th.
B: Really? My birthday is June 17th, too.
G:

24

M: Hello.
G: Hello, Mr. Baker.
M: Who’s calling, please?
G: This is Mina. May I speak to James?
M:

서답형 4

G: Hello.
B: Hi, this is Kevin. What are you doing?
G: I’m doing my homework.
B: Can we play badminton this afternoon?
G: Okay. What time?
B: Let’s meet at the park at two.
G: Good. See you then.

26

B: Excuse me. Where is the school?
G: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B: Go straight and turn left?
G: Yes. It’s next to the toy store.
B: Thank you.

27

G: What a beautiful day!
B: Yes, it is.
G: Let’s go swimming this afternoon.
B: Sorry, I can’t.
G: Why?
B: Because I must study math.

29

① B: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G: Sure, I’d love to.
② B: Will you help me, please?
G: No, thanks. I’m full.
③ B: Can you join us?
G: Sorry, I can’t. I must go home.
④ B: Where’s my book?
G: It’s on the desk.

M: I like this food.
W: Really? Do you want some more?
M: Yes, please.
M: Who is Nami?
W: She is over there.
M: What is she doing? Is she dancing?
W: No. She is jumping and kicking.
M: Oh, she is doing taegwondo.

듣기 녹음 자료
B: Hi, Ann. What did you do yesterday?
G: I went hiking. How about you, Peter?
B: I played soccer with my cousin.
G: How was it?
B: It was fun.

W: Look at this picture. This is my brother
and this is my sister. My brother is very
tall. My sister is short.
G: What a great robot!
B: Yes, it is.
G: Whose robot is this? Is this yours?
B:

서답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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