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찾고 있는 가방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ndifferent → thrilled ② worried → proud

③ regretful → relieved ④ excited → disappointed

⑤ surprised → depressed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writer - publisher ② show host - animator

③ painter - animator ④ movie director - actor

⑤ movie director - screen writer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36 ② €56 ③ €64 ④ €74 ⑤ €80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방문한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새 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② 인턴십과 관련된 조언을 얻기 위해

③ 수강신청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④ 인턴십 때문에 졸업시기를 미루기 위해

⑤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6. 대화를 듣고, 회사에서 하는 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세차 해주기 ② 잔디 깎아주기 ③ 옷장 정리해주기

④ 서류처리 해주기 ⑤ 추천서 써주기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장학금 신청하기 ② 전화로 성적 확인하기

③ 유학 비자 재발급 신청하기 ④ 장학금 지원 추천서 부탁하기

⑤ 장학금 신청가능 여부 알아보기

8. 대화를 듣고,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②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③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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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전자사전 보내주기 ② 영어공부 도와주기 ③ 캠프 참가하기

④ 애완동물 잘 돌보기 ⑤ 자기 소개서 보내주기

11.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조언인지 고르시오.

① how to use body language

② how to develop your potential

③ how to build human relationships

④ how to reduce conflict with professors

⑤ how to maintain good grades at college

12.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한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구제역 담당부서를 알려주기 위해

② 구제역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③ 구제역 예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④ 구제역이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⑤ 구제역에 걸린 동물 처리방법을 알리기 위해

13.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Length of tour around 5 hours

② Price for children under 12 $40

③ Meal lunch buffet included

④ Minimum passenger size 20 people

⑤ How long the tour is available for 4 months

14. 다음을 듣고,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만성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장질환 위험 증가

② 제주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 개발

③ 한국의 정제유 제품 수출 전년도 대비 감소

④ 한국 팝스타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진출

⑤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

15. 다음을 듣고, London 의 주말 날씨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cold and rainy ② icy and foggy ③ chilly and windy

④ warm and sunny ⑤ hot and hu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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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y don't you start a little weight training?

② I was thinking that, too. So I joined a fitness center.

③ Yeah, you're probably right. I shouldn't have done that.

④ I just don't want you to have a heart attack on the soccer

field.

⑤ I don't know. I might have to abandon the idea of forming a

soccer team.

17.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Do I have to pay more for take-out coffee?

② Sure. I’ll make you a special coffee today.

③ Absolutely! We shouldn’t drink coffee too often.

④ Really? I didn’t recognize the effects of caffeine.

⑤ Yeah, the training program lasts until next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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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Don't you think you're suffering from insomnia?

② You might also want to find out the reason why.

③ If I were you, I would talk about sleep deprivation.

④ Why don't you consult an expert on sleep deprivation?

⑤ I think you should discuss the problem with him in person.

19.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errific! I wish I had been there, too.

② Alright, I'll videotape his concert for you.

③ I can't believe I'll finally get to see him on stage!

④ Yeah, I was also overwhelmed by the crowd in the concert.

⑤ Good for you! Your life-long dream will finally come true!

20. 다음 상황을 듣고, Chris가 Hannah에게 할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Chr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Oh, no! I left my driver's license in the hotel room.

② Don't you want to appreciate the beautiful sunset here?

③ I don't think we can find our way back without a map.

④ Don't worry. I'm perfectly fine with driving in the dark.

⑤ Don't make me drive in the dark forest. You know I h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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