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 should go and ask for a refund.
② That’s why I want to buy a new T-shirt.
③ That’s because it is still in the washing machine.
④ It may have some chemicals on it from the factory.
⑤ You’d better not spend too much money buying clothes.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Fantastic! I can give you a good deal.
② Okay. Let me choose a good one for you.
③ Good idea! Then, I won’t have to pack so much.
④ Don’t worry! I’ve already packed some medicine, too.
⑤ Exactly! I’ve always wanted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Good. I heard that the gym was renovated recently.
② You’re right. I should use another gym in the meantime.
③ Don’t worry. I’ve already cancelled my gym membership.
④ Okay. Let’s sign up for a fitness program there together.
⑤ Awesome! It’s good for the gym to bring in new equipment.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과일 종류별 올바른 선택 요령
② 아침식사 대용으로 가능한 과일
③ 빈속에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과일
④ 과일의 영양 성분을 유지하는 보관법
⑤ 꾸준한 과일 섭취로 예방 가능한 질병

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컴퓨터 자료 백업을 당부하려고
② 컴퓨터 담당자 교체를 통지하려고
③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④ 컴퓨터 수리에 드는 비용을 알려주려고
⑤ 컴퓨터의 잦은 고장 원인을 설명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점심시간을 늘려야 한다.
② 아침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한다.
③ 교내에 간식 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교사 회의에 학생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
⑤ 급식 배식 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독서 자체보다 독서 전후 활동이 더 중요하다.
②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림책을 보는 것이 좋다.
③ 자녀가 읽을 책을 부모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아이가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면 독서에 흥미가 높아진다.
⑤ 부모가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이사 업체 직원－고객 ② 가구 판매원－목수
③ 부동산 중개업자－계약자 ④ 아파트 경비원－입주민
⑤ 트럭 운전사－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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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관련 웹사이트 알려 주기 ② 요리 방법 가르쳐 주기
③ 음식점 추천해 주기 ④ 배달 음식 주문하기
⑤ 식재료 사다 주기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뮤지컬을 보러 가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무릎이 아파서 ② 기차표가 매진되어서
③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④ 봉사 활동을 해야 해서
⑤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어서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 140 ② $ 160 ③ $ 165 ④ $ 170 ⑤ $ 190

13. 대화를 듣고, Dinosaur Exhibition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주최 기관 ② 입장료 ③ 예매 방법
④ 체험 활동 ⑤ 주차장

14. Summer Swimming Program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6월 8일부터 3주간 운영된다.
② 수영 능력에 따라 반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④ 각 수업 최대 인원은 10명이다.
⑤ 개인 지도는 50분 동안 진행된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소파를 고르시오.
Comfort Sofa

Model Price Seating Capacity Material Color
① A $ 540 4 people leather brown
② B $ 450 4 people fabric white
③ C $ 390 3 people leather black
④ D $ 350 3 people fabric gray
⑤ E $ 280 2 people fabric white

1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at’s okay. I’ll just take a refund.
② No problem. Here’s my credit card again.
③ Sorry. I apologize for bringing you the wrong order.
④ Okay. I’ll be more careful not to lose receipts again.
⑤ Well, this restaurant isn’t really great for our family.

17.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ure. My dream is to become an architect.
② Of course. I want to pass the college entrance exam.
③ Okay. I’ll apply to the school with the better reputation.
④ Right. Studying architecture would be good for my career.
⑤ Yes. I’ll go to the school that’s better for chemical engineering.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Kevin이 Deborah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ll collect the survey sheets by next week.
② Our debate was successful thanks to your efforts.
③ I think we need to change the topic of our debate.
④ By when can you finish making the survey questions?
⑤ Why don’t we conduct the survey online instead of offline?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② everyday objects as a source of art
③ home items that are hard to arrange
④ useful items for decorating a new house
⑤ how to make products more eco-friendly

20. 언급된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scarves ② shoeboxes ③ buttons
④ newspapers ⑤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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