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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각을 나타내요 / (인)

※ 본 시험지의 저작권은 한국교육평가센터에 있습니다. 시험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와 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

르세요.

[4점]

① 그림을 언제 그렸는지 알아본다.         

②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알아본다. 

③ 그림을 무엇으로 그렸는지 살펴본다.

④ 그림에 나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  

⑤ 그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빠른 속도로 읽는다.          

② 다리를 꼬고 읽는다. 

③ 마음속으로만 읽는다.  

④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는다.  

⑤ 낱말과 낱말 사이는 한참 쉬어 읽는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4점]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 때는 

그림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대강            ② 내가 

③ 대충            ④ 누가

⑤ 어떻게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4~5]

4. 위 그림의 토끼와 다람쥐가 타고 있는 놀이 기구의 이

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시소            ② 그네 

③ 철봉            ④ 정글짐  

⑤ 미끄럼틀

5. 위 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4점]

① 곰 친구가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② 쥐 친구와 돼지 친구가 다투고 있습니다.

③ 동물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④ 동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⑤ 고양이 친구가 모래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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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6~8]

민혁

수진

6. 위 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4점]

① 길이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② 비가 와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③ 눈이 와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④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어요. 

⑤ 친구와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7. 위 그림 속 친구들의 표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기쁜 표정         

② 화난 표정 

③ 슬픈 표정  

④ 놀란 표정  

⑤ 편안한 표정 

8. 위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4점]

민혁이가 수진이에게 

라고 말했어요.

① 안녕?            ② 괜찮아?  

③ 반가워           ④ 고마워        

⑤ 축하해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9~11]

해와 구름이 누가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지

내기를 하였습니다. 

9. 위 그림을 보고 나그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세

요. 

[4점]

① 길을 걷고 있어요. 

② 물을 마시고 있어요.  

③ 수영을 하고 있어요. 

④ 해님을 그리고 있어요.  

⑤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10. 위 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4점]

① 해가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②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③ 달이 길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④ 구름이 나그네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⑤ 해가 뜨거워 나그네는 옷을 벗었습니다. 

11. 구름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까닭은 무엇일지 상상

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해가 구름을 가려서 

② 해가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겨서

③ 구름이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겨서 

④ 나그네가 해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⑤ 해가 자신보다 나그네와 더 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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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12~15]

쥐와 개미

냠냠, 사과 

먹어야지!
으악!

㉠ ㉡

㉢ ㉣

12. 위 그림에서 사과에 맞아 다칠 뻔 했던 친구는 누구

입니까? 

[4점]

① 쥐            ② 벌

③ 개미          ④ 나비  

⑤ 애벌레 

13. ㉠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

요. 

[4점]

쥐는 사과를 

① 샀습니다.      

② 땄습니다. 

③ 씻었습니다.   

④ 떨어트렸습니다. 

⑤ 먹으려고 했습니다.  

14. ㉢ 그림에서 쥐가 느꼈을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고마운 마음      

② 미안한 마음

③ 행복한 마음

④ 즐거운 마음

⑤ 기특한 마음

15. 다음 주어진 낱말로 만든 ㉣ 그림에 가장 잘 어울리

는 문장을 고르세요. 

[4점]

개미, 쥐, 사과

① 쥐는 개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② 개미는 쥐에게 사과를 선물했습니다.

③ 개미와 쥐는 사이좋게 사과를 땄습니다.  

④ 개미와 쥐가 서로 사과를 먹으려고 다투었습니다.  

⑤ 개미와 쥐는 사과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16~20]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아무에게도 아르켜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귀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16. 위 글에서 ‘귀뚜라미와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4점]

① 소풍을 갔다.      

② 노래를 불렀다. 

③ 점심을 먹었다. 

④ 이야기를 했다.

⑤ 모래 장난을 했다. 

17. 위 글에서 ‘귀뚜라미와 나’는 어디서 이야기를 나누

었습니까? 

[4점]

① 공원            ② 숲속

③ 잔디밭          ④ 나무 위

⑤ 호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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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부분을 표현한 낱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

요. 

[4점]

① 꿈            ② 비밀 

③ 노래          ④ 소문

⑤ 거짓말 

19. 이 시를 읽고 떠올린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

세요. 

[4점]

① 귀뚜라미와 ‘나’는 무척 친한 것 같아.

②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우는 모습이 떠올라 속상했어.  

③ 달 밝은 밤의 모습이 떠올라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

④ 귀뚜라미와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궁금해. 

⑤ 귀뚜라미와 ‘내’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떠올라 정겨웠어. 

20. 위 글을 읽고 문장 만들기를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

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4점]

동생과 나와 

엄마 앞에서 이야기했다. 

동생과 나와 

다툰 날 밤에 이야기했다. 

① 다투지 말고 /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했다.   

②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 조심조심하자고 약속

했다. 

③ 약속 시간을 어기지 말고 / 친구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자고 약속했다. 

④ 떠들지 말고 /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자고 약속

했다. 

⑤ 잊어버리지 말고 / 학교 준비물을 잘 챙기자고 약

속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1~25]

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밭에 나

갔다가 들어온 농부가 “어휴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

면서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휴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방 안에서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리던 농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허허, 이상한 일이구나, 누가 나

를 찾아왔나?”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허허, 이상한 일이

구나,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또다시 그 말을 똑같이 

흉내 내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 소리는 천장에

서 들려왔어요. “천장에 도깨비가 들었나 봐.” 농부는 무

서워서 ㉡ 떨었어요. 그러자 “천장에 도깨비가 

들었나 봐”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가 들었다고 다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도깨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농부

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아이고 무서워, 방안에 혼자 있지

를 못하겠구나.” 농부는 참 고민이지 뭐예요.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도깨비를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농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김없이 천장에서는 “아이고 무

서워, 방안에 혼자 있지를 못하겠구나.”라는 말이 들려왔

어요. 이번에는 “키득키득”하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21. 농부가 ㉠과 같이 어두운 표정을 지은 까닭은 무엇입

니까?

[4점]

① 날이 너무 추워서 

② 방 안의 모습이 달라져서

③ 나가서 살 것이 걱정되어서 

④ 혼자 남겨진 것이 무서워서

⑤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 해서

22. 이 글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4점]

도깨비는 농부의 말을 

① 끊었습니다.     

② 무시하였습니다. 

③ 이해하였습니다.

④ 흉내 내었습니다.     

⑤ 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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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에 들어온 농부가 무엇을 했는지 고르세요. 

[4점]

① 노래            ② 전화 

③ 청소            ④ 세수

⑤ 혼잣말 

2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덜덜     

② 부들부들

③ 파들파들

④ 오들오들

⑤ 휘적휘적

25.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도깨비의 마음

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4점]

① 재밌는 마음

② 무서운 마음

③ 긴장되는 마음

④ 걱정되는 마음

⑤ 당황스러운 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