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Good idea. I prefer express mail.
② Thank you. That would be great.
③ Sure. I don’t mind giving you a ride.
④ True. The post office is already closed.
⑤ No. It’s been raining hard since last night.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orry, but I have to work this Friday.
② Well, visitors should not feed the animals.
③ Sure. I’ll take her to the foundation day party.
④ Yes. She likes to see lots of different animals.
⑤ All right. I’ll see if I can take a day off for her.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Here’s your latte. Be careful, it’s hot.
② Then I recommend chocolate ice cream.
③ Never mind. Napkins are just over there.
④ Well, I don’t know how to make nice coffee.
⑤ I’m so sorry. I’ll make you an americano right away.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창업 비용을 손쉽게 마련하는 전략
② 고객의 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
③ 식당 매출 증가를 위한 광고의 필요성
④ 예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이유
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줄이는 방법

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진 대비 훈련을 공지하려고
② 간병인 생활 수칙을 설명하려고
③ 병원 진료 예약방법을 안내하려고
④ 응급환자 이송 시 협조를 요청하려고
⑤ 정전으로 인한 진료 중단을 통보하려고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앉아야 한다.
② 영화 관람 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③ 영화 상영 전 상업 광고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④ 공연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⑤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일처리 방법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② 적당한 TV 시청은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③ 공부는 늦은 밤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④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⑤ 단어를 암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이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제빵사－수강생 ② 웨이터－요리사
③ 영양교사－학생 ④ 음식점 주인－고객
⑤ 방송 진행자－요리 블로거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폴더 사다주기 ② 책상 정리해주기
③ 점심 약속 미루기 ④ 보고서 인쇄해주기
⑤ 독서 감상문 가져다주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연극에 배우로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연기 경험이 없어서 ② 대본을 외우지 못해서
③ 남은 여자 배역이 없어서 ④ 기말 시험 준비로 바빠서
⑤ 연극 당일 제출할 숙제가 있어서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270 ② $ 280 ③ $ 290 ④ $ 300 ⑤ $ 310

13. 대화를 듣고, 작가 사인 행사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주최 서점 ② 초청 작가 ③ 시작 시간
④ 주차 장소 ⑤ 도서 할인

14. 다음 기내 안내 방송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비행기의 목적지는 시애틀이다.
② 점심 메뉴를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③ 식사 전에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④ 무료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⑤ 도착 2시간 전에 간식과 음료가 제공된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텔레비전을 고르시오.
Television Catalogue

Model Size (inches) Price Screen Internet
① A 49 $ 600 flat X
② B 49 $ 800 curved O
③ C 55 $ 900 flat O
④ D 55 $ 1,100 curved X
⑤ E 60 $ 1,300 flat O

16.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ever mind. I’ll take my bag somewhere else.
② Sure. I hope somebody brought my bag there.
③ All right. I’ll check the inside of my backpack.
④ No, thanks. I’ve just been to the art museum.
⑤ Well, I shouldn’t have asked you to keep mine.

17.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ure. I’ll buy you more books about this topic.
② No problem. I already did my job interview yesterday.
③ You know, looks are not critical to making a decision.
④ Thanks, but my cousin promised to help me get ready.
⑤ Absolutely. You should take a rest before the interview.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Sumi가 Jame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wish I could find a part-time job.
② Do you have any plan to visit Korea again?
③ I’m sorry, but I can’t join the research team.
④ Thank you for cleaning my house while I’m away.
⑤ Would you take care of my mail and other deliveries?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외국어 강좌 신청을 독려하려고
② 숨겨진 해외 여행지를 추천하려고
③ 여행자를 위한 번역 앱을 소개하려고
④ 앱을 활용한 관광명소 검색방법을 안내하려고
⑤ 외국어 자격시험 응시 절차를 설명하려고

20. 여자가 하는 말에서 언급된 언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일본어 ② 중국어 ③ 러시아어
④ 베트남어 ⑤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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