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독해력 P단계 진단 테스트
1

이름:

다음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아

처럼 밑줄을 그으세요.

나는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나는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일을 도와 드렸어요.

2

다음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왜’ 하는지 찾아

처럼 밑줄을 그으세요.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아빠는 잠을 깨려고 아침마다 커피를 드세요.

3

다음 문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쓰세요.
유라는 울고 있는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 주었어요.

4

다음 문장에서 효진이가 한 일을 두 가지 찾아

○표 하세요.

효진이는 집에 돌아와서 과자를 먹고 숙제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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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

제비는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을 지내고 갑니다. 제비는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고 주로 지붕 밑에 집을 짓습니다.

6

이 글에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

나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이 더러우면 나쁜 병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
② 머리를 깨끗이 감아야 한다.
③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7

알뜰 장터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쓰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학교 운동장에서 알뜰 장터가 열릴 예정이에요.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께 미리 신청을 하면 돼요. 옷이나 책, 장난감 등
과 같이 작고 가벼운 물건만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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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뜰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① 선생님께 신청하기
② 부모님께 신청하기
③ 알뜰 장터 앞에서 줄 서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방귀를 몇 번이나 뀌나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
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방귀를 뀐대요. 하루에 뀌는 방귀를 모두 모아 통에 담
으면 큰 음료수 병을 채울 수도 있어요.
참! 방귀는 참으면 몸에 안 좋아요. 방귀
가 뀌고 싶으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얼
른 가서, 뿡뿡! 뀌도록 해요.

9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요? (

10

)

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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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삼년고개’였어요.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삼 년밖에 못 산다고 하여 사람들은
삼년고개를 넘을 때마다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걸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심조심 삼년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할아버지 앞으로 폴짝 뛰어나왔어요. “어이쿠!”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삼 년밖에 못 살겠구나. 엉엉.”

11

㉠은 무엇을 말하나요? (

)

①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평생 결혼을 못 해요.
②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삼 년밖에 못 살아요.
③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게으름뱅이 소로 변해요.

12

삼년고개를 넘던 할아버지는 왜 놀랐나요? (

)

① 고개가 너무 위험해서
② 고개를 넘는 사람이 없어서
③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13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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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4

어떤 일을 쓴 일기인지 쓰세요.
운동회에서

15

을/를 한 일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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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세요.

※1~10번은 6점, 11번~15번은 8점으로 채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