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t went on sale last Saturday.
② Actually, the outfit is made of cotton.
③ You know, I’m going to buy it someday.
④ I bought this from the Carson’s at the mall.
⑤ You can try it on in the fitting room over there.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m sorry. All are already fully booked.
② I reserved one through the travel agency.
③ Then I should hurry to make my reservation.
④ Don’t worry. I packed equipment for the camping.
⑤ I should take down the tent and clean up the campsite.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 should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② Please stop doing something absolutely unnecessary.
③ I think you need to practice giving a presentation more.
④ You need to be careful not to make noise in the library.
⑤ You ought to take notes of ideas when they occur to you.

4.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읽기 좋은 글의 특징 ② 피드백 수용의 중요성
③ 글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 ④ 구체적인 피드백의 필요성
⑤ 지나친 내용 수정의 역효과

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알려주려고
② 불법 다운로드의 위법성을 경고하려고
③ 사이버 범죄의 신고 절차를 안내하려고
④ 저작권법 위배 사례를 설명하려고
⑤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역사가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② 만화책은 역사적 사건 암기에 도움이 된다.
③ 노래로 역사를 배우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④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역사 내용이 너무 어렵다.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건강하려면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② 기숙사 취침 시간 이후에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
③ 자율성을 키우려면 기숙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④ 단체생활 경험을 통해 사교성을 길러야 한다.
⑤ 집이 먼 학생을 위해 기숙사 시설을 늘려야 한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자동차 수리기사－운전자 ② 운전학원 강사－수강생
③ 카 레이서－기자 ④ 보험회사 직원－보험 가입자
⑤ 교통 경찰관－교통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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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상담하기 ② 설문지 가져다주기
③ 발표자료 수정해주기 ④ 신발 샘플 제작해주기
⑤ 신상품 광고 제작하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제과점에 가야 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딸을 만나기로 해서 ② 거스름돈을 덜 받아서
③ 생일 선물을 두고 와서 ④ 케이크를 교환하려고
⑤ 케이크용 초를 받으려고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98 ② $ 108 ③ $ 110 ④ $ 120 ⑤ $ 155

13. 대화를 듣고, Edmonton Cat Festival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주차 장소 ② 프로그램 ③ 개최 목적
④ 참가비 ⑤ 기부 기념품

14. sugarcane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남아시아 열대 지역이 원산지이다.
② 길이는 2미터에서 6미터로 다양하다.
③ 생산량으로 세계 최대의 농작물이다.
④ 남아메리카 사람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⑤ 현재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여할 자동차를 고르시오.
Rental Cars

Type & model Daily rate Baby seat Pick-up location
① Minivan T9 $ 55 X Airport
② Minivan G7 $ 42 O Downtown
③ Minivan S3 $ 35 O Airport
④ Minivan H5 $ 35 X Airport
⑤ Standard E7 $ 30 O Downtown

16.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Good. You’ll get a satisfying result.
② Well,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③ Sorry, but I’m not a big party person.
④ Sure, I’m happy you enjoyed my steak.
⑤ Great. I’m very satisfied with the menu.

17.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ure, our economy will get better sooner or later.
② Right. I can have balanced views by reading these.
③ Well, reading all the newspapers is a waste of time.
④ Fortunately, no one is against childbirth grant policies.
⑤ No, it’s hard to find information on tax cuts in newspapers.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essica가 웨이터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t seems I left my discount coupons back at home.
② Is it possible to change our seat to a window seat?
③ We’ll make sure to come back here again real soon.
④ Can membership discounts be combined with coupons?
⑤ Do I hav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pecial menu?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가공식품 선택 시 유의점
② 튼튼한 뼈 유지를 위한 식단
③ 뇌 기능 향상을 위한 식품 섭취
④ 기억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체 활동
⑤ 유기농 식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20. 남자가 하는 말에서 언급된 식품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씨앗류 ② 유제품류 ③ 녹색 채소류
④ 어류 ⑤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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