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원하는 선물포장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deliveryman - receiver ② mechanic - supervisor

③ janitor - manager ④ maintenance man - resident

⑤ real estate agent - home owner

3. 대화를 듣고, 여행 중 느꼈던 여자의 심경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orried→ happy ② pleased→ frustrated

③ irritated→ upset ④ excited→ disappointed

⑤ surprised→ angry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5 ② $20 ③ $21 ④ $24 ⑤ $25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수술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

② 심장 수술을 의뢰하기 위해

③ 종양이 발견됐음을 알리기 위해

④ 심장 정밀 검사를 부탁하기 위해

⑤ 수술 예비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6. 다음을 듣고, bus tour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한 번의 승차권 구입으로 승하차가 자유롭다.

② 관광 후 본인이 탔던 버스를 타야한다.

③ 관광코스는 고궁과 주요관광지를 포함한다.

④ 청계천을 경유하는 신형 이층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⑤ 외국어로 관광정보를 알려주는 이어폰이 비치되어 있다.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을 고르시오.

① 커피 뽑아오기 ② 밀린 업무하기

③ 기술 부서에 가기 ④ 복사물 찾아오기

⑤ 새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8. 대화를 듣고,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Time heals old wounds.

② It never rains, but it pours.

③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④ Deep sorrow has no tongue.

⑤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① solar power ② nuclear power ③ wind power

④ geothermal power ⑤ hydroelectric power

11.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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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② 비행기 탑승시 주의사항을 지시하려고

③ 공항 리무진 버스터미널 이전을 안내하려고

④ 악천후로 인한 항공기운항 중단을 안내하려고

⑤ 초과예약 항공편에 대해 승객의 양보를 권유하려고

13.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Period of stay 3 nights

② Room type Double with twin beds

③ View of room Lake side

④ Total cost $440

⑤ How to pay Credit card

14. 다음을 듣고,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한국 정부의 칠레 지진에 대한 추가 지원

② 한국 군인의 채소위주의 식단 변화

③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탄생 예고

④ Anne Frank 사망 100주년

⑤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의 2배 이상 인상

1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충고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신중하게 대학을 골라라.

② 자기소개서를 간략하게 써라.

③ 추천서를 빨리 가져오도록 해라.

④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라.

⑤ 합격이 확실한 대학을 적어도 둘은 고르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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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① Good idea! The more, the better.

② Register for the campaign at school.

③ Be careful. It could be a fake web site.

④ Donations can't solve the poverty in Haiti.

⑤ Sorry, but we are no longer recruiting volunteers.

17. W:

① True. I bet you will like her.

② Don't worry. I have never met her before.

③ I won’t, but I’m keeping my fingers crossed.

④ Trust me. I'll be there with you till the end.

⑤ O.K. By the way, when are you running away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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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at a coincidence!

② Oh my gosh! How stupid he is!

③ I can't understand why he went there.

④ I'm afraid he has a poor sense of direction.

⑤ Oh, no! I should have brought the directions!

19.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ll see what I can do for you.

② OK. I'm going to give it a try.

③ I'll make up for this next time.

④ I guess we'll have to put it off.

⑤ That's okay. It happens to everyone.

20. 다음을 듣고, Kevin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Kev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t's not the time to play with such a trivial thing.

② you never have to be worried about the situation at all.

③ it's Jim that is to blame, so don't get irritated by him.

④ just be honest with Jim and talk things out.

⑤ forget about Jim and the stupid thing. You are on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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