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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한 동작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cared → surprised ② expectant → satisfied

③ worried → disappointed ④ frustrated → encouraged

⑤ depressed → embarrassed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① poem ② novel ③ essay ④ article ⑤ scenario

4. 대화를 듣고, 대화 직후에 남자가 할 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배터리 교체하기 ② 사고 차량 견인하기

③ 자동차 오일 교환하기 ④ 새 타이어로 교체하기

⑤ 타이어 위치 교환하기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① 여행사 ② 화장실 ③ 택시 정거장

④ 고속버스 안 ⑤ 고속도로 휴게소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승무원 - 기장 ② 가게 점원 - 손님

③ 항공사 직원 - 고객 ④ 여행가이드 - 여행객

⑤ 매표소 직원 -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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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기견을 입양하는 절차를 설명하려고

② 애완동물과 교감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③ 유기견 입양 전에 고려할 점을 알려주려고

④ 애완동물을 기를 때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⑤ 유기견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려고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② 좋은 일자리를 제안 받아서

③ 직장 동료와 갈등이 있어서 ④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⑤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9. 대화를 듣고, 여자가 책을 주문할 쇼핑몰을 고르시오.

Title What is Psychology?
Author Dave Carello

Shopping Mall Price Stock Shipping

① Pre-Shop $50 1 1 Day

② Yep 21 $35 0 1 Day

③ Sun-Zone $40 3 5 Days

④ C-Bay $40 4 3 Days

⑤ Inter-Mall $45 5 4 Days

10. 대화를 듣고, 영화제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영화제이다.

② 올해로 12년째 개최되고 있다.

③ 올해는 100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될 것이다.

④ 추천영화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삶에 관한 것이다.

⑤ 이번 4월 22일 금요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늦게 나온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서

② 세관에 신고할 식료품이 많아서

③ 앞사람의 짐 검색 시간이 길어져서

④ 세관 통과를 위한 줄이 너무 길어서

⑤ 수화물을 찾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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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to keep in touch online

② to learn how to use computer

③ to develop photos for her friends

④ to download data from the Internet

⑤ to teach how to sign up for the site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고르시오.

① $100 ② $150 ③ $180 ④ $270 ⑤ $300

14. 다음을 듣고, 여행 전 가방 싸기에 대한 조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방수기능이 있는 가방덮개를 준비하라.

② 크고 무거운 짐은 가방 아래쪽에 넣어라.

③ 물건의 사용빈도를 고려하라.

④ 여행 가방을 가득 채우지 마라.

⑤ 가능하다면 가방의 수를 줄여라.

1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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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6.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② I can't afford this expensive outfit.

③ Don't worry. I've practiced enough.

④ It's important to excercise regularly.

⑤ Extreme sports are getting more popular.

17.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is is the new volume of the book.

② Here are ready made breakfast recipes.

③ Sometimes there are oldies but goodies.

④ I couldn't get the music score of the song.

⑤ There's a good chance of rain this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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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8.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you help me with my papers?

② Let me copy your chemistry report.

③ Give this book to your teacher, please.

④ Don't worry. You can buy a new one.

⑤ You can borrow my class notes if you want.

19.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should water the plant more.

② Can you tell me where the toilet paper is?

③ You're right. We'd better keep the old one.

④ We should do something to save electricity.

⑤ OK. In the long term, it'll be better to change it.

20. 다음을 듣고, 주어진 상황에서 Rachel 이 친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Rache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think we are locked out.

② You're always forgetful.

③ So, what's your key point?

④ There isn't much space in our room.

⑤ You should have been to the street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