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케이크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하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새 집을 구해야 해서 ② 유적지 탐방을 해야 해서

③ 친구와 여행을 가야 해서 ④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서

⑤ 도서관에서 일을 해야 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학생 모집 공고 ② 학교 시설 홍보

③ 신임 교사 소개 ④ 기숙사 리모델링 공지

⑤ 기숙사 생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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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청 ② 서점 ③ 인쇄소 ④ 도서관 ⑤ 공연장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방문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생일을 축하하려고 ② 분실물을 신고하려고

③ 제품 수선을 맡기려고 ④ 물건 배달을 부탁하려고

⑤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ngry ② excited ③ indifferent

④ satisfied ⑤ grateful

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교사－학생 ② 사장－직원

③ 공무원－민원인 ④ 수리 기사－고객

⑤ 아파트 관리인－입주자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화 걸기 ② 양치질하기 ③ 슈퍼마켓 가기

④ 여벌 옷 챙기기 ⑤ 욕실 수납장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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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약 사다주기 ② 병원 데려다주기 ③ 수업 대신해 주기

④ 시간표 확인해 주기 ⑤ 체험 학습 일정 짜 주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미끄럼틀을 고르시오.

Indoor Slides

Model
Length
(meter)

Option Price

① A 1 × $100

② B 1 Swing $150

③ C 1 Swing $200

④ D 2 × $230

⑤ E 2 Swing $250

11. 다음을 듣고, Bay Aquarium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터널 길이 ② 테마관 수 ③ 해양 생물 수

④ 제공 프로그램 ⑤ 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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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책상 정리하기 ② 노트북 가져오기 ③ 마이크 점검하기

④ 발표자 소개하기 ⑤ 세미나실 청소하기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에세이 쓰기 ② 문법 교정하기 ③ 독후감 가져오기

④ 신청서 작성하기 ⑤ 동아리 모임 참석하기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Spring Hill Resort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레저 시설 ② 식당 위치 ③ 셔틀 버스

④ 퇴실 시간 ⑤ 주변 관광지

【16-17】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I borrow one of them?

② Why don’t you read the book?

③ Thanks for taking care of my sister.

④ I hope your grandparents will get better soon.

⑤ Don’t worry. I can help you with your studies.

17.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think I can help you post them.

② Yeah. That’s why we enjoy music.

③ Sorry. I have no choice but to give up on it.

④ Well, let’s go ask the music teacher about it.

⑤ Actually, I haven’t decided which club to choose yet.

【18-19】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ure. We need to book movie tickets early.

② No. I didn’t know the movie was based on a novel.

③ Yes, but the movie was not as impressive as the novel.

④ Well, I’m glad to hear that you liked the movie.

⑤ Yes. I should have read the book.

19.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② That’s why I love to play badminton.

③ You should keep practicing for the game.

④ I didn’t know you won at the tournament.

⑤ I hope you recover soon and win your games.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Ben이 Sarah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en: Sara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d like to find something I’m good at.

② why don’t you teach me how to play the piano?

③ could you play the piano for a volunteer concert?

④ I want to know how we can help our poor neighbors.

⑤ I’m grateful that you taught me the value of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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