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화장대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ndifferent → sad ② nervous → proud

③ frustrated → worried ④ expectant → relieved

⑤ excited → disappointed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건강식품 판매원 - 소비자 ② 식료품점 주인-마케팅 연구원

③ 음료회사 직원 - 광고 기획자 ④ 방송 프로듀서-홈쇼핑 진행자

⑤ 호박 재배업자 - 의학 전문기자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30 ② $35 ③ $45 ④ $50 ⑤ $65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추천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② 마감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려고

③ 지원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려고

④ 입학서류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⑤ 서류의 팩스 전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6. 다음을 듣고, The Lost Dog Found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②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실종견 포스터를 제작해준다.

④ 지역 신문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⑤ 실종견 발견 시 주인에게 이메일로 알려준다.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장난감가게 방문하기 ② 안내방송하기 ③ 서식 작성하기

④ 미아보호소에 연락하기 ⑤ 경찰에 신고하기

8.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Well begun, half done.

② Don’t cry over spilt milk.

③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④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연설을 부탁하려고 ② 원고를 청탁하려고

③ 연구소의 활동을 소개하려고 ④ 월간지 구독을 권유하려고

⑤ 입사 지원 절차를 안내하려고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갑 가져오기 ② 은행 다녀오기

③ 저녁식사 준비하기 ④ 컴퓨터 수리하기

⑤ 보안카드 발급받기

1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① 보건 위생 ② 지구 온난화 ③ 과학 동아리

④ 최신 가전제품 ⑤ 친환경 세제

13.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New Phonics Program for Kids

① Class Time After 2:30 p.m.

② Age 7 - 11

③ Tuition Fee 70 dollars per month

④ Textbook Free

⑤ Application Due Date Feb. 28th

14. 다음을 듣고,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한국어 프로그램 계획

②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③ TV 프로그램 종류와 심장병과의 상관관계

④ 지난달에 비해 실업률 급격히 감소

⑤ 국제 기부자들, 후진국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

15. 대화를 듣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구매금액과

최대무게를 고르시오.

① $20, 6kg ② $30, 6kg ③ $30, 8kg

④ $50, 8kg ⑤ $50,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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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Don’t plan too much at a time.

② It seems like a good opportunity to me.

③ Think twice before you make a decision.

④ I think you should hold off for a few months.

⑤ You’ll get lots of help from the mentorship program.

17.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ot really. I think she deserves it.

② I have to find a place to volunteer.

③ Sure. You should run for the position.

④ Of course not. I can’t take it anymore.

⑤ Well, I’m not qualified for tha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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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t’s why random selection didn’t work.

② Well, we’ll see whether our grades improve.

③ So, how about moving closer to the school?

④ Right. We shouldn’t have changed our seats.

⑤ Exactly! I’m happy because everything’s fair now.

19.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ure. I won’t make a mistake this time.

② Then I’d like to cash this check, please.

③ But the address on the package is correct.

④ Well, I need to send this letter to my parents.

⑤ I see. I’ll call my daughter and ask her to come.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Linda가 Bry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Linda: Bryan,

① you should rest after all that hard work.

② you might want to sleep in on weekends.

③ avoid beverages and heavy meals before bed.

④ eating meals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

⑤ you should reduce your intake of energy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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