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평가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자물쇠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partment manager - resident

② delivery man - receiver

③ receptionist - customer

④ salesman - customer

⑤ friend - friend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충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라.

② 숙면을 위해 너무 일찍 자지 마라.

③ 건강을 위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라.

④ 잠을 잘 자고 싶으면 음식을 가려먹어라.

⑤ 평소에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조절하라.

4.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세탁소 ② 쇼핑몰 ③ 옷가게 ④ 신발가게 ⑤ 양복점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할 여행상품의 여행일수와 요금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① 10일, $2,600 ② 10일, $2,400 ③ 10일, $1,300

④ 7일, $1,800 ⑤ 7일, $800

6.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PMP의 모델을 고르시오.

Capacity Display Type DMB Function

① 2GB LCD ×

② 2GB LCD ○

③ 2GB LED ○

④ 4GB LCD ×

⑤ 4GB LED ○

7. 다음 뉴스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교복 값 담합과 관련된 소송

② 교복 제작에 나선 학부모 단체

③ 교복 값 인상을 주장하는 회사의 입장

④ 교복 착용에 반대하는 학생의 입장

⑤ 교복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불평

8. 다음을 듣고,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뉴욕 근처의 한 초등학교 개명

② 로즈 장학재단 장학생 결정

③ 땅콩 과자에서 살모넬라균 발견

④ 아브라함 링컨 기념우표 발행 예정

⑤ 최근 26년 간 자동차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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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사전 빌려주기

②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기

③ 전자사전 사용법 알려주기

④ 영어 숙제 대신 해주기

⑤ 전자사전 배터리 사오기

10.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rritated → satisfied

② indifferent → interested

③ upset → disappointed

④ satisfied → upset

⑤ annoyed → regretful

11.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John은 100회 이상의 콘서트를 해왔다.

② John은 1992년에 데뷔 하였다

③ 콘서트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④ 콘서트에는 12,000명의 팬들이 있었다.

⑤ 콘서트는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었다.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거스름돈으로 받을 금액을 고르시오.

① $4.50 ② $4.80 ③ $5.00 ④ $5.20 ⑤ $5.80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여행일정 확인 ② 잡지 구입 부탁

③ 파리소식 문의 ④ 출판기념회 참석 권유

⑤ 여행 동행 제안

15. 다음을 듣고,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Out of sight, out of mind.

② It never rains but it pours.

③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④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⑤ Many a little makes a big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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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Did you record her routine to watch again?

② Sorry to hear that sad news when she fell down.

③ I hope so, too. I can't wait to see her competing again.

④ You bet. I hear that there will be other excellent players.

⑤ You don't need to wait. The saying goes, “No news is good news.”

17.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going to read a newspaper in the morning.

② I will lend you the book when I'm finished.

③ Staying up late is not good for your health.

④ It's hard for me to decide what to do.

⑤ I think you have to go to bed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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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

① I think you'd better hurry up.

② Yeah, but it's just something I don't want to give up.

③ It's very exciting to watch the game.

④ This is the most convenient way for you.

⑤ Try the most comfortable vehicle you've ever met.

19. 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did a good job. You made a great movie clip.

② That's a sad story. We have to bring them to the zoo.

③ I think it's a good example of protecting wild animals.

④ The polar bears have to lose their weight not to drown.

⑤ It's awful. We should take action to stop global warming.

20. 다음을 듣고, 엄마가 Dan에게 할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don't give up. Hang in there.

② I don't believe it. Are you pulling my leg?

③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 can't stand it.

④ keep your eyes peeled for your destination.

⑤ make yourself understood in English. It's not eas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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