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가지고 갈 물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passenger - vegetarian ② passenger - flight attendant

③ customer - cashier ④ customer - waitress

⑤ customer - food specialist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고르시오.

① 화상통화 ② 이메일 ③ 소프트웨어 설치

④ 인터넷 검색 ⑤ 은행 계좌 개설

4. 대화를 듣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고르시오.

① 1053 ② 0153 ③ 5301 ④ 5310 ⑤ 1530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juicer를 사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② 살을 빼기 위해서

③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 ④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⑤ 과일 쥬스를 좋아하기 때문

6.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여자는 침실이 두 개 딸린 아파트를 찾고 있다.

② 현재 이용 가능한 아파트가 두 개 있다.

③ 아파트 월세는 1,200 달러이다.

④ 여자는 아파트 월세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한다.

⑤ 소개된 아파트에는 가구가 딸려 있지 않다.

7. 대화를 듣고, Dan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to mow the lawn ② to put out the garbage cans

③ to pick up the mail ④ to water the garden

⑤ to call about suspicious people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를 마친 후 할 일을 고르시오.

① 이틀 동안 쉴 것이다. ② 약국에 갈 것이다.

③ 허브차를 마실 것이다. ④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이다.

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9. 다음을 듣고, 목요일의 날씨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sunny ② rainy ③ cloudy ④ windy ⑤ foggy

10.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분노의 긍정적 효과 ②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

③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④ 분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⑤ 분노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유

11. 대화를 듣고, 여자의 건강 유지 비결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

르시오.

① 운동을 자주한다. ② 식사를 적게 한다.

③ 간식을 멀리한다. ④ 특별한 식단을 마련한다.

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12. 대화를 듣고, 남학생의 보고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열대 우림의 소멸 ② 열대 우림의 정의

③ 열대 우림과 산업 발달 ④ 열대 우림의 무분별한 벌목

⑤ 열대 우림이 제공하는 혜택

13. 대화를 듣고, 휴대전화의 특징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무게가 가벼움 ② 화면이 큼

③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음 ④ 노래 다운로드가 가능함

⑤ 소리 인식 기능이 있음

14. 대화를 듣고, 구입하려는 빵의 개수와 거스름돈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① 13개 - $8 ② 12개 - $9 ③ 13개 - $9

④ 12개 - $8 ⑤ 14개 - $10

15. 다음을 듣고, 규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VIVA IN-LINE SKATING CLUB!

Rules:

① Bring your own skates.

② Wear helmets, gloves, and knee pads.

③ Skate slowly at all times for your safety.

④ Club meetings are every Saturday at 3 p.m.

⑤ Call in advance if you can't come to the meeting.

16. 다음을 듣고,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Speak of the devil.

② Easier said than done.

③ When it rains, it pours.

④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17～18]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7. W:

① The sooner, the better.

② You must return them in a week.

③ As long as you promise to return the books.

④ Up to five books if you are a college student.

⑤ The penalty fee for each overdue book is 2 dollars.

18. W:

① No problem. We can go next time.

② Sure, that sounds good. What time?

③ Let me know when you are available.

④ What kind of CDs do you enjoy listening to?

⑤ You must be kidding. When is the rock group going to have

a concert?

[19～20]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9. M:

① No. It was just sixty percent.

② Thank you for always being nice.

③ You always make me feel inferior.

④ You must be very proud of yourself.

⑤ How could you give me such a bad grade?

20. M:

① It's getting on my nerves.

② Yes. It was really dangerous.

③ Red has always been my favorite.

④ I didn't know there was such a scientific reason.

⑤ A few drivers sometimes ignore the traffic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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