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담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물 학대의 심각성 ② 동물 건강 관리 방법
③ 동물 관련 직업 전망 ④ 동물보호법의 필요성
⑤ 동물 입양 전 고려 사항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요리 수업에 가기로 한 요일을 고르시오.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집에 바로 가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여행 가방을 챙겨야 해서 ② 친구가 놀러 오기로 해서
③ 제빵 강좌를 신청해야 해서 ④ 가족과 농구 경기를 봐야 해서
⑤ 아빠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해서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자료 복사를 부탁하려고 ② 지각 이유를 물어보려고
③ 출장 일정을 변경하려고 ④ 회의 시간을 확인하려고
⑤ 사무실 위치를 안내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V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TV가 없는 생활은 장점이 많다.
③ 과도한 TV 시청은 건강에 좋지 않다.
④ 청소년을 위한 TV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⑤ TV 시청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 50 ② $ 70 ③ $ 80 ④ $ 90 ⑤ $ 100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방청객－프로듀서 ② 승객－항공사 직원
③ 관람객－매표소 직원 ④ 투숙객－호텔 직원
⑤ 택배 수령인－택배 기사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아리 홍보하기 ② 면접실 준비하기
③ 동아리 가입하기 ④ 면접 일정 알리기
⑤ 면접 질문 만들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소파를 고르시오.

Model Number of Seats Color Price

① A 2 brown $ 200
② B 2 gray $ 230
③ C 3 gray $ 320
④ D 3 brown $ 350
⑤ E 3 green $ 410

11. Sports Club’s Day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개최 날짜 ② 개최 장소 ③ 경기 종목
④ 참가 복장 ⑤ 신청 방법

12. 다음을 듣고,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다음 주 금요일에 실시된다. ② 오전 9시에 출발한다.
③ 학교 버스를 타고 간다. ④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⑤ 점심이 제공된다.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달걀 사러 가기 ② 돗자리 챙기기
③ 자동차 주유하기 ④ 샌드위치 주문하기
⑤ 버스 노선 알아보기

14.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안내인지 고르시오.
① 체육 대회 상품 ② 체육복 디자인 변경
③ 체육관 이용 규칙 ④ 체육 시설 안전 점검
⑤ 체육 행사 일정 연기

15.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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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ure. Have more faith in yourself.
② I feel sad. I made so many mistakes.
③ Good idea. I’ll try to build good habits.
④ Right. He’s very popular among students.
⑤ No. You don’t need to talk to her friends.

17.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Let’s find a bigger place so that more students can come.
② Graduates are happy to help students decide their majors.
③ Please try to choose a career which is right for you.
④ You’re supposed to attend every class during school hours.
⑤ Students need to follow the rules when using lecture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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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o. There were no dramatic messages.
② Stop! You should not reveal the ending.
③ Good idea! Let’s not see violent movies.
④ Sure. The main character is my role model.
⑤ I agree. That was one of my lifetime movies.

19.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ish me luck! I have an important presentation.
② I see. You’re so interested in going hiking.
③ Really? Maybe I should go there, too.
④ Of course. I always warm up before exercising.
⑤ Yes. You need to eat well to get enough energy.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Amy가 Mik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my: Mi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② let’s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③ tell me why you changed your mind.
④ please be sure to say hi to your parents.
⑤ you need to go to the travel agenc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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