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여학생이 구입하려고 하는 휴대폰 고리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① camp site ② sports shop ③ travel agency

④ lost and found ⑤ manager's office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학생-교수 ② 아들-엄마 ③ 직원-사장

④ 고객-부동산 중개인 ⑤ 고객-재무 설계사

4.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경 변화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serious → amused

② indifferent → curious

③ excited → embarrassed

④ relieved → frightened

⑤ depressed → encouraged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14 ② $15 ③ $16 ④ $17 ⑤ $18

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광고비를 환불받기 위해

② 광고 모델을 바꾸기 위해

③ 광고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④ 새로운 광고를 의뢰하기 위해

⑤ 광고 실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7.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Sumi는 식욕이 없고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② Sumi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다.

③ Sumi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끔 연락을 한다.

④ Dr. Brown은 Sumi가 향수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⑤ Dr. Brown은 Sumi에게 비타민과 운동을 권한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얼음찜질하기 ② 야구시합 하기

③ 안경 맞추러 가기 ④ 병원에서 검사받기

⑤ 병원에 문병가기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연주회장에 가는 데 걸릴 시간을 고르시오.

① 20분 ② 30분 ③ 45분 ④ 55분 ⑤ 75분

10. 다음을 듣고,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A stitch in time saves nine.

②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③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④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⑤ Don't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11.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blog ② e-book ③ e-mail

④ messenger ⑤ video chat

13. 대화를 듣고,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beauty of Niagara Falls

② roles of family members

③ low attendance at the seminar

④ replacement of air conditioning

⑤ health concerns after a trip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용할 교통수단과 이유를 고르시오.

transportation reason

① bus to cut down on traveling time

② train to avoid motion sickness

③ airplane to search the information

④ train to complete a self-introduction

⑤ airplane to use the wireless internet

15.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여자는 한 달 전에 전화로 예약을 했다.

② 예약이 직원의 실수로 취소되었다.

③ 이 호텔에서 열리는 회의로 손님이 많다.

④ 여자의 가족은 2일 후에 퇴실할 것이다.

⑤ 여자의 가족은 이 호텔에서 묵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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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Of course. As the saying goes, ' .'

①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②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③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④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⑤ Two is company, three is a crowd

17. W: I guess you're right.

① That's why I respect you.

② I will never wait for you again.

③ I've had enough of your excuses.

④ I'll go home and come back again.

⑤ I will be careful not to be lat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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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

① You can do better next time.

② I hope that works for me, too.

③ Thanks. Your suggestion worked.

④ You'd better listen to your parents.

⑤ I'll promise my mom that I won't lie again.

19. 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have a better recommendation.

②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say.

③ I know, but I want to give it a shot.

④ I'm sure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you.

⑤ Can you give me more time to think about it?

20. 다음을 듣고, 오 선생님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 keep forgetting. Why don't you turn off the lights?

② I'm disappointed in you. You kept the door open again.

③ We are terribly sorry. We w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④ You went against your word. I hope it doesn't happen again.

⑤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Cold air is bad for

you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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