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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영 어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⑤ 5 ⑤
6 ① 7 ① 8 ⑤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③ 17 ⑤ 18 ② 19 ⑤ 20 ④
21 ③ 22 ④ 23 ② 24 ③ 25 ②
26 ⑤ 27 ② 28 ③ 29 ① 30 ③

해설

1. [출제 의도] 장래 희망을 묻고 답하는 표현 이해하기 

남자 어린이(B):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여자 어린이(G): I want to be a doctor. How about 

you?
남자 어린이(B): I like drawing pictures. I want to be 

a painter.  

남자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으므로 ② 가 정답이다.

2. [출제 의도] 출신지 표현 이해하기

여자 어른(W): Hello, everyone. I'm your new 
English teacher. My name is 
Jane. I'm from Australia. Nice to 
meet you.   

여자가 호주에서 왔다고 했으므로 ① 이 정답이다.

3. [출제 의도] 대화 속 화자가 갈 장소 이해하기

여자 어린이(G):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남자 어린이(B): I'll go to the park.
여자 어린이(G): What will you do there?
남자 어린이(B): I'll play badminton with my dad.

남자가 공원에 가겠다고 했으므로 ① 이 정답이다.

4. [출제 의도] 동물을 묘사하는 말을 듣고 해당 동물 파악하기

남자 어른(M): I am very tall. I have a long neck. 
I can eat leaves from tall trees. 
What am I?  

키가 크고 목이 길며 높은 나무에 있는 잎을 먹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린 그림인 ⑤ 가 정답이다.

5. [출제 의도] 해당되는 요일 찾기

남자 어린이(B): What day is it today?
여자 어린이(G): It's Saturday.
남자 어린이(B): Oh! Tomorrow is Mom's birthday.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엄마의 생일이라고 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6. [출제 의도] 금지 표현을 이해하고 알맞은 표지판 고르기

남자 어른(M): Excuse me. You cannot use your 
cell phone here. 

여자 어른(W): Oh! I'm sorry. I didn't know that.
남자가 여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① 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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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제 의도] 특정 장소에 가려는 의도 파악하기

남자 어린이(B): Where are you going?
여자 어린이(G): I am going to the store.
남자 어린이(B): What will you buy?
여자 어린이(G): I will buy some pencils and erasers.  

여자가 연필과 지우개를 산다고 했으므로 ① 이 정답이다.

8. [출제 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악하기

여자 어린이(G):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남자 어린이(B): I usually play basketball.
여자 어린이(G): Really? Then, let's play basketball 

this Sunday.
남자 어린이(B): Sounds great.

여자가 이번 일요일에 농구를 하자고 했고, 남자가 
동의하였으므로 ⑤ 가 정답이다.

9. [출제 의도] 특정 계절을 좋아하는 이유 파악하기

여자 어른(W):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I can 
go swimming. How about you?

남자 어른(M): I like summer, too.
여자 어른(W): Why do you like it?
남자 어른(M): Because I can go camping.   

남자가 캠핑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② 가 
정답이다.

10. [출제 의도]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 이해하기

남자 어른(M):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Minho is taller than Jinsu.
Minho is bigger than Jinsu.
Minho is stronger than Jinsu.
Minho is older than Jinsu.
Minho is younger than Jinsu.   

Minho가 Jinsu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표현한 ④ 가 
정답이다.

11. [출제 의도] 자동 응답기 내용을 듣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여자 어린이(G): (Beeps 자동 응답기 삐 소리)
Hi, Jane. It's Susan. The school festival is this 

Friday. It will start at three in the afternoon. 
Can you come? Call me back. 

학교 축제가 오후 3시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③ 이 정답이다.

12. [출제 의도] 물건의 위치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여자 어른(W):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The books are next to the table. 
The books are on the table.
The books are behind the table.
The books are under the table.
The books are between the table 
and the cup.

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한 ② 가 정답이다.

13. [출제 의도] 제안하는 표현 이해하기

여자 어린이(G): What's the matter, John?
남자 어린이(B): I don't feel well. I have a bad cold. 
(pause)
여자 어린이(G):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You're welcome.
Sorry, I can't.
Sounds good.
You should see a doctor. 
Thank you very much. 

 

남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권하는 표현인 ④ 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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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제 의도]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전화 통화하기

(The phone rings. 전화벨 소리)
여자 어린이(G): Hello. Is Tom there?
남자 어린이(B): Speaking. Who's calling?
(pause)
여자 어린이(G):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I can speak now.
I called you.
This is Jenny.
You don't have the phone.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전화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This is ～'를 사용하여 응답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15. [출제 의도] 사람을 묘사하는 말을 듣고 그림으로 나타내기

남자 어린이(B): This is my friend, Mary. She is 
wearing glasses. She has a ball.

Mary가 안경을 쓰고 있고, 공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16. [출제 의도] 특정 상황에서 이유를 묻고 대답하기

남자 어린이(B): Sorry. I am late. 
여자 어른(W): Why are you late?
남자 어린이(B): Because I missed the bus. 
남자가 버스를 놓쳤다고 했으므로 ③ 이 정답이다.

17. [출제 의도] 그림을 보고 사물 묘사하기

남자 어른(M):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There are cats.
There are flowers.
There is a clock.
There is a piano.
There is a bed.

그림에 침대가 없으므로 ⑤ 가 정답이다.

18. [출제 의도] 길을 안내하는 말을 듣고 위치 파악하기

남자 어른(M):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여자 어른(W):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남자 어른(M): Go straight two blocks, (pause) turn 
right. And then?

여자 어른(W): It's on your left. 
남자 어른(M): Thank you.  

두 블록을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왼편에 있다고 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19. [출제 의도] 대화의 주제 파악하기
A: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B: 나는 책을 읽어. 너는 어떠니?
A: 나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해.
서로의 취미에 대하여 묻고 답하고 있으므로 ⑤ 가 

정답이다.

20. [출제 의도] 대화의 세부 사항 파악하기 

Tony: Jane, 우리 영화 보자.
Jane: 그러고 싶지만 나는 수학 숙제를 해야 해.
Tony: 알겠어. 그러면 나는 책을 읽을래.
Jane은 수학 숙제를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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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제 의도] 대화를 읽고 장소 유추하기

A: 주문하시겠어요?
B: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주세요.
A: 그게 다인가요?
B: 오렌지 주스도 주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대화이므로 ③ 이 

정답이다.

22. [출제 의도] 두 사람의 관계 파악하기

A: 도와드릴까요? 
B: 가방을 사고 싶어요.
A: 이것은 어떤가요?
B: 좋아요. 얼마인가요?
A: 50달러예요.
B: 좋아요. 살게요.
상점에서 가방을 사고파는 대화이므로 ④ 가 정답이다. 

23. [출제 의도] 개인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글쓰기
Sumi는 화요일에 요리를 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24. [출제 의도] 도표를 읽고 세부 사항 파악하기
이 름 통학 수단 통학 시간(분)
Mike 지하철 10
Tom 자전거 20
Sujin 버스 15

Sujin은 학교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리므로 ③ 이 
정답이다.

25. [출제 의도] 글의 종류 파악하기

2월 23일, 월요일, 맑음
나는 오늘 신발 가게에서 멋진 신발을 보았다. 나는 

정말 그것을 갖고 싶다. 나는 그 신발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할 것이다. 
주어진 글은 일기이므로 ② 가 정답이다.

26. [출제 의도] 글의 세부 사항 파악하기

엄마: 숙제는 했니?
아들: 나중에 할게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요. 
엄마: 저런! 곧 집에 갈게.
아들: 네, 엄마. 
엄마와 아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에 아들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고 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27. [출제 의도] 글의 세부 사항 파악하기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Silver House에 갈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
하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Silver House에 많은 노인들이 있고, 나는 그들을 

돕겠다고 했으므로 ② 가 정답이다. 

28. [출제 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오늘은 아빠의 생일이다. 나는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고 나서, 나는 쿠키를 만들었다. 오빠와 
나는 저녁에 아빠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것
이다.
오늘 한 일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③ 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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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제 의도] 빈칸 추론하기

Happy Zoo에서

Happy Zoo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원숭이, 사자, 호랑이와 같은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버스를 타고 동물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원숭이, 사자, 호랑이는 동물의 예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30. [출제 의도] 글의 세부 사항 파악하기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삼촌을 방문했다. 그는 
중국에 살고 있다. 그는 요리사이다. 우리는 마술공연을 
보러 갔다. 그것은 훌륭했다. 정말로 즐거웠다.   
삼촌의 직업이 요리사이므로 ③ 이 정답이다. 

 ※ 답지 번호 빈도표
       번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계

빈도 5 7 7 5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