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코치에서는 전국 최신 기출문제를 완전무료로 제공합니다.영어

1. zbzbzbzb 1)1)1)1)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대화 대화 대화 대화 중 중 중 중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것은것은것은것은????
W: Can I help you?

   M: I'm good at playing computer games.
M: What are you doing?

   W: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M: Excuse me, where can I find men's hats?
   W: I'm making pizza for dinner.

W: Wow! You're really good at cooking!
   M: Thanks. It sounds good!

M: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
   W: Thank you. I feel much better now.

2. zbzbzbzb 2)2)2)2) 대화의 대화의 대화의 대화의 흐름상 흐름상 흐름상 흐름상 빈칸에 빈칸에 빈칸에 빈칸에 공통으로 공통으로 공통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들어갈 들어갈 들어갈 수 수 수 수 없는없는없는없는    
것을 것을 것을 것을 두 두 두 두 개개개개    고르면고르면고르면고르면????

B: Hi, Cindy. Is something wrong?
G: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I'm so nervous.
B: Don't worry. You're a very good speaker.

 __________________________.
G: Thank, Minho. I feel much better now.

B: Is something wrong?
G: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B: Don't worry.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_________________________.
G: Thank you. I'll try.

I'm sure you'll do a good job.
You can do it!
Cheer up!
I agree with you.
You can say that again.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글을 글을 글을 글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Yuri: What are you doing, Jaden?
Jaden: I'm drawing cartoons.
Yuri: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Jaden: No, not yet.
Yuri: Why not?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Jaden: Well, I guess so.
Yuri: (pause) Ha, ha, ha! Awesome! I like your 

cartoons. You're really good at drawing.
Jaden: Do you think so?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Yuri: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I'm sure you'll be a great 
cartoonist.

Jaden: Thank you, Yuri.
       (A)                 .

3. zbzbzbzb 3)3)3)3)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빈칸 빈칸 빈칸 빈칸 (A)(A)(A)(A)에 에 에 에 들어갈 들어갈 들어갈 들어갈 말로 말로 말로 말로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묶인 묶인 묶인 묶인 것은것은것은것은????

a. I'm sorry to hear that.
b. You made me happy.
c. You just made my day.
d. I'm very well, thanks.
e. Yes, let's go.

a, b b, c
c, d d, e
a, e

4. zbzbzbzb 4)4)4)4)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 의 의 의 의 해석이 해석이 해석이 해석이 어색한어색한어색한어색한    것은것은것은것은????
내가 좀 봐도 되니?
내게 거의 보여주지 않을 거지, 그렇지?
굉장하다! 네 만화가 마음에 들어.
내 그림 실력이 충분히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글을 글을 글을 글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 A >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In Norway, we can see animals on roofs. 
Norway has large forests.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The grass roofs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f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 B >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some people hav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up easily.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e up stones.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세금
징수원들이 떠나면, 그들은 다시 돌을 쌓아올렸다.

< C >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roofs that they look like big 
doughnuts.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a thousand yea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Each house are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It usually has four stories.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5. zbzbzbzb 5)5)5)5) ~~~~     중 중 중 중 문맥 문맥 문맥 문맥 및 및 및 및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가장 가장 가장 가장 맞는 맞는 맞는 맞는 문장은문장은문장은문장은????

6. zbzbzbzb 6)6)6)6) 윗글을 윗글을 윗글을 윗글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답할 답할 답할 답할 수 수 수 수 없는없는없는없는    질문은질문은질문은질문은????
How did people build cone-shaped roofs?
Who built the big round roofs in the southern 

China?
What kind of house have people in Norway built 
for a long time?
Where can we see houses with big round roofs?
How is the weather in southern Italy?

7. zbzbzbzb 7)7)7)7) 윗글의 윗글의 윗글의 윗글의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문장 문장 문장 문장 의 의 의 의 용법과 용법과 용법과 용법과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것을 것을 것을 것을 두 두 두 두 
개개개개    고르면고르면고르면고르면????

She has never met any movie stars.
Have you ever been to Singapore?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They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10 years.
I haven't seen your sister for a long time.

8. zbzbzbzb 8)8)8)8) <A>~<C><A>~<C><A>~<C><A>~<C>에 에 에 에 들어갈 들어갈 들어갈 들어갈 제목이 제목이 제목이 제목이 그 그 그 그 내용과 내용과 내용과 내용과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연결된 것은것은것은것은????

 Cone-shaped Roofs
 Grass Roofs
 Big Round Roofs

<A> - <A> - 
<B> - <B> - 
<C> - 

9. zbzbzbzb 9)9)9)9) 윗글의 윗글의 윗글의 윗글의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 를 를 를 를 어법에 어법에 어법에 어법에 맞는 맞는 맞는 맞는 문장문장문장문장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완성하시오완성하시오완성하시오완성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zbzbzbzb 10)10)10)10) 대화의 대화의 대화의 대화의 ~~~~     중 중 중 중 [[[[보기보기보기보기]]]]의 의 의 의 문장이 문장이 문장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들어가기에 들어가기에 들어가기에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알맞은 알맞은 알맞은 알맞은 곳은곳은곳은곳은????

[보기]
That's a good idea.

M: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

W: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You're good at baking.

M: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W: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글을 글을 글을 글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ee a woman on a scooter.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e .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Of course,"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Surprising,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I should write a graphic 
l  about her."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can 
fly.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y  to hungry children.

A few day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Awesome! I love this superhero. She's so cool," 
said all my friends.

"Guess what? I modeled her on Ms. Lee, one 
of our cafeteria worker," I told them.

I showed my book to Ms. Lee. She loved it, too. 
그녀는 또한 내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녀의 동료들

에 대해서도 말했다. M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I'd like to write 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ey'll like that?" I 
asked Ms. Lee.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11.zbzbzbzb 11)11)11)11) ~~~~     중 중 중 중 문맥 문맥 문맥 문맥 및 및 및 및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가장 가장 가장 가장 맞는 맞는 맞는 맞는 문장은문장은문장은문장은????

12.zbzbzbzb 12)12)12)12) ~~~~     중 중 중 중 지칭하는 지칭하는 지칭하는 지칭하는 인물이 인물이 인물이 인물이 다른다른다른다른    하나는하나는하나는하나는????

13.zbzbzbzb 13)13)13)13) 윗글을 윗글을 윗글을 윗글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답할 답할 답할 답할 수 수 수 수 없는없는없는없는    질문은질문은질문은질문은????
What is the title of Hojin's new graphic novel?
How many cookies does Lunch Lady make per 
second?
What does Mr. Kim do?
What are the names of superheroes in the novel?
When did Hojin see the woman on the scooter?

14.zbzbzbzb 14)14)14)14) 윗글의 윗글의 윗글의 윗글의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 를 를 를 를 영작할 영작할 영작할 영작할 때 때 때 때 에 에 에 에 들들들들
어갈 어갈 어갈 어갈 단어로 단어로 단어로 단어로 알맞은 알맞은 알맞은 알맞은 것은것은것은것은????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_ 

coworkers had
told about
talents

15.zbzbzbzb 15)15)15)15) ~~~~ 에 에 에 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단어의 단어의 단어의 단어의 어두운 어두운 어두운 어두운 부분의 부분의 부분의 부분의 철자철자철자철자
를 를 를 를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조합하여 조합하여 조합하여 조합하여 한 한 한 한 단어를 단어를 단어를 단어를 만든 만든 만든 만든 뒤뒤뒤뒤, , , , 그 그 그 그 단어단어단어단어
를 를 를 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문장을 문장을 문장을 문장을 만드시오만드시오만드시오만드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zbzbzbzb 16)16)16)16)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보기보기보기보기]]]]의 의 의 의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thatthatthatthat과 과 과 과 쓰임이 쓰임이 쓰임이 쓰임이 다른다른다른다른    것것것것



을 을 을 을 고르면고르면고르면고르면????
[보기]

I want to have a car that can fly.
I have a bag that has many pockets.
Kevin knows a girl that likes to walk his dog.
I knew that she studied English hard last night.
I want to be someone that is good at playing the 
guitar.
Mary wants to go to the park that is good for 
taking a walk.

17.zbzbzbzb 17)17)17)17)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대화 대화 대화 대화 중 중 중 중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지 않은않은않은않은    것은것은것은것은????
M: Hey, look at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t's upside down.
   W: Oh, it looks interesting.

B: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G: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B: What are you doing, Nami?

   G: I'm making a smart 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W: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What are you 
good at?

   M: I am looking for women's shoes.
M: Wow! You'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W: Thanks. I like recycling. It's fun, and it's also 
good for our Earth.

18.zbzbzbzb 18)18)18)18)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대화가 대화가 대화가 대화가 되도록 되도록 되도록 되도록 바르게 바르게 바르게 바르게 배열한 배열한 배열한 배열한 것은것은것은것은????
M: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A] I'd like Chinese food.
[B] Thank you.
[C] Yes.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D]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A]-[B]-[C]-[D]
[A]-[B]-[D]-[C]
[B]-[C]-[A]-[D]
[C]-[D]-[B]-[A]
[C]-[A]-[D]-[B]

19.zbzbzbzb 19)19)19)19)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중 중 중 중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문장은문장은문장은문장은????
Do you know the girl standing over there?
Ms. Kim is the teacher which teaches English.
The girl is playing table tennis is Jennifer.
A man who talk with my sister is my friend.
Can you see the cat which it is on top of the 
house?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글을 글을 글을 글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Woman: Welcome to Jeonju Hanok Guesthouse. 

May I help you?
Man: Yes, I did like a room for two nights.
Woman: Well,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Man: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Woman: Yes, we do. Every room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Man: Do I have to sleep in the floor?
Woman: Yes, you do.
Man: O.K. I'll give it a try. Where can I have 

breakfast?
Woman: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Man: I see.
Woman: O.K. You're in the Nabi room. H e r e ' s 

your key.
Man: Thank you.

20.zbzbzbzb 20)20)20)20) 윗글 윗글 윗글 윗글 대화의 대화의 대화의 대화의 내용과 내용과 내용과 내용과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것은것은것은것은????
The man will stay for three nights.
The man dose not want to have breakfast.
All rooms in Jeonju Hanok Guesthouse have beds.
The man has slept on the floor since he was 
young.
The man wants to have a room that has a garden 
view.

21.zbzbzbzb 21)21)21)21) 밑줄 밑줄 밑줄 밑줄 친 친 친 친 단어 단어 단어 단어 의 의 의 의 뜻과 뜻과 뜻과 뜻과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의미로 의미로 의미로 의미로 쓰인 쓰인 쓰인 쓰인 것끼것끼것끼것끼



리 리 리 리 묶인 묶인 묶인 묶인 것은것은것은것은????
a. They sell all kinds of things.
b. The weather was very kind to us.
c. Exercises of this kind are very popular.
d. Thank you for your kind invitation.
e. She is a very kind and helpful person.

a, b a, c
b, d d, e
c, e

22.zbzbzbzb 22)22)22)22) ~~~~     중 중 중 중 문맥 문맥 문맥 문맥 및 및 및 및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틀린 틀린 틀린 틀린 문장의 문장의 문장의 문장의 개수는개수는개수는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23.zbzbzbzb 23)23)23)23)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중 중 중 중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어법상 옳은 옳은 옳은 옳은 문장의 문장의 문장의 문장의 개수는개수는개수는개수는????
a. Each table has flowers on it.
b. Each women is drinking coffee.
c. Each person have different strengths.
d. Each of the student has a smart phone.
e. Each of these books have colorful cover.

1개 2개
3개 4개
5개

24.zbzbzbzb 24)24)24)24) 우리말에 우리말에 우리말에 우리말에 맞게 맞게 맞게 맞게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고쳐 고쳐 고쳐 고쳐 쓰시오쓰시오쓰시오쓰시오....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일 것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것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 소녀는 내 앞에서 줄넘기를 하
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zbzbzbzb 25)25)25)25) 우리말에 우리말에 우리말에 우리말에 맞게 맞게 맞게 맞게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고쳐 고쳐 고쳐 고쳐 쓰시오쓰시오쓰시오쓰시오....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일 것

그는 아침을 요리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zbzbzbzb 26)26)26)26) 주어진 주어진 주어진 주어진 두 두 두 두 문장을 문장을 문장을 문장을 한 한 한 한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쓰시오쓰시오쓰시오쓰시오....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일 것
현재완료를 사용할 것

I lost my wallet.
I am still looking for 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zbzbzbzb 27)27)27)27) 주어진 주어진 주어진 주어진 두 두 두 두 문장을 문장을 문장을 문장을 한 한 한 한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쓰시오쓰시오쓰시오쓰시오....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일 것
현재완료를 사용할 것

Maria started to play tennis at the club in 2014.
She still plays tennis there these day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  
 3)   
 4)   
 5)   
 6)   
 7)  ,  
 8)   
 9)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10)   
 11)   
 12)   
 13)   
 14)   
 15)  I heard a news. 
 16)   
 17)   
 18)   
 19)   
 20)   
 21)   
 22)   
 23)   
 24)  The girl who has beautiful eyes is doing 

jump ropes in front of me. 
 

25)  He listened to a radio while he was 
cooking breakfast. 

 26)  I have lost my wallet. 
 27)  Maria has started to play tennis at the 

club since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