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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Model Dictionary Internet Price

① Gold 300 ○ ○ $350

② Gold 200 X ○ $300

③ Gold 100 ○ X $250

④ Silver 200 ○ X $280

⑤ Silver 100 X X $250

1. 대화를 듣고, Cathy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①경찰서 ②길거리 ③보험회사 ④사무실 ⑤은행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엄마 - 아들 ②이모 - 조카

③선생님 - 학생 ④의사 - 환자

⑤선배 - 후배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현재 심경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worried ② bored ③ angry ④ relieved ⑤ excited

5.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① play ② diary ③ poem ④ novel ⑤ myth

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교지를 홍보하려고 ② 사진 복사를 의뢰하려고

③ 표지 수정을 부탁하려고 ④ 편집 완료를 알리려고

⑤ 마감시간 변경을 알리려고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기사 작성하기 ② 사진파일 보내기 ③ 수질오염 조사하기

④ 보고서 제출하기 ⑤ 이메일주소 알려주기

8. 대화를 듣고,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고르시오.

①특별행사기간이 끝나서 ②요금이 잘못 청구되어서

③휴대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④미납요금이 포함되어서

⑤할인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아서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할 모델을 고르시오.

10. 대화를 듣고, 엄마가 아들에게 줄 돈의 액수를 고르시오.

① $30 ② $40 ③ $60 ④ $90 ⑤ $100

1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한 영화를 고르시오.

① Jump to the Sky ② Ghost Story ③ Queen and I

④ The Father ⑤ Sunset Avenue

12. 다음 설명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G20은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②제5차 G20 회담 개최국은 한국이다.

③ 2008년에 첫 G20 회담이 열렸다.

④ 4차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⑤ G20 회담에서는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룬다.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을 고르시오.

①세미나 장소 변경하기 ②Brown씨에게 전화하기

③Brown씨 마중 나가기 ④세미나 자료 정리하기

⑤ Jones씨에게 순서 변경 요청하기

15. 다음 구인광고를 듣고,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고르시오.

①근무 장소 ②경력자 우대 ③임금

④근무 시간 ⑤수상 경력

[16～17]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6. Man:

① That's all right. You didn't mean it.

② Then, you'd better go to the library.

③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for it.

④ Congratulations! I'm glad to hear that.

⑤ This house looks great after remodeling.

17. Man:

① Our team needs strong teamwork.

② I was so excited to watch the game.

③ You will have victory someday if you try.

④ He scored the final goal, so he deserved it.

⑤ I would rather watch a soccer game than play it.

[18～19]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① Sure. You can go abroad to study, too.

② You can do it if you really want to.

③ Summer vacation is too short to go abroad.

④ Europe is not a good place for backpacking.

⑤ Let's eat out for dinner at an Italian restaurant.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es, I can lend it to you.

② Okay. Where can I buy it?

③ Thanks. Can I borrow it now?

④ No, you need to read it carefully.

⑤ No, the virus is already removed.

20. 다음 상황을 듣고, Julia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ulia:

① I like chocolate snacks, too.

② The more snacks, the better.

③ Have you been to the dentist lately?

④ You can't eat snacks and lose weight.

⑤ Going on a diet causes a health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