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옷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축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②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서

③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④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

⑤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관광지 개발 ② 응급처치 요령 ③ 여행 상품 홍보

④ 야생 동물 보호 규정 ⑤ 사파리 여행 안전 규칙

4.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ervous ② excited ③ proud ④ regretful ⑤ concerned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

시오.

① 생일을 축하하려고 ② 취직한 것을 알리려고

③ 회사 위치를 물어보려고 ④ 모임 날짜를 변경하려고

⑤ 상품권 당첨을 통보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아파트 관리인－주민 ② 물리치료사－간호사

③ 트레이너－운동선수 ④ 약사－고객

⑤ 의사－환자

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미술관 ② 사진관 ③ 영화관 ④ 어린이집 ⑤ 놀이공원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방 청소하기 ② 책 대출하기 ③ 쇼핑하러 가기

④ 졸업식 참석하기 ⑤ 문자 메시지 보내기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시 공간 알아보기 ② 행사 일정 조정하기

③ 전단지 제작하기 ④ 참가자 모집하기

⑤ 동아리 홍보하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노트북을 고르시오.

Notebook Computers

Model Weight
Screen Size
(inch)

Price

① A 750g 10 $800

② B 800g 10 $750

③ C 1kg 13 $720

④ D 1.3kg 13 $650

⑤ E 2kg 15 $600

11. 다음을 듣고, Softworld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이용 대상자 ② 강좌 내용 ③ 무료 이용 기간

④ 회원 가입비 ⑤ 웹 사이트 주소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약 사다 주기 ② 체온계 가져오기 ③ 병원에 데려가기

④ 진료소 알려주기 ⑤ 저녁식사 준비하기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부엌 정돈하기 ② 우유 사러 가기 ③ 선물 포장하기

④ 파티 계획 짜기 ⑤ 요리 강좌 신청하기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Lucky Department Store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회원 특별 할인 ② 사은품 증정 ③ 환불 규정

④ 고객 센터 위치 ⑤ 회원 카드 신청 장소

【16-17】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o, you don’t need to go to the hospital.

② Oh, good. I want to eat a light lunch, too.

③ Relax. The results will come out next week.

④ Just remember not to eat before your blood test.

⑤ Well, are we still getting together for lunch today?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Let me show you how to design buildings.

② How about taking an architecture class?

③ Look for a job in the newspaper!

④ I can help you if you want.

⑤ I’m afraid I can’t do it.

【18-19】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t’s true, but I love my long hair.

② Well, there’ll be another way to donate money.

③ Then, I’ll wait till my hair grows a little longer.

④ You’re right. I already donated blood last week.

⑤ Thank you for buying me a new wig.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not in the mood for cooking.

② Don’t worry. I can give you a ride.

③ Well, I don’t know how to cook Bulgogi.

④ Never mind. I can get to your place by bus.

⑤ I’ve been working at a Korean restaurant for 5 years.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Cindy가 걸스카우트 멤버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ind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ome on. Why can’t you help us?

② Of course. I’d like to donate my books.

③ Yeah, I’m looking forward to the event.

④ Sorry, but I don’t think I can help you.

⑤ Why not? I can put off visiting my gran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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