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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학년 ____반 ____번

【1-3】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He’ll be back shortly. Please have a seat.
② Yes. He’s waiting for you in his office now.
③ I’m really sorry for making you come back.
④ I don’t think I need to talk with Mr. Middleton.
⑤ No. I’m afraid I’m not available for the meeting.
2. ① Then we’d better go early to get good ones.
② We were lucky that we could get good seats.
③ That’s a good idea! Let me go buy tickets now.
④ Thanks for the tickets. The concert was fantastic.
⑤ I’m sorry, but jazz isn’t my favorite type of music.
3. ① Terrific! You should not miss this drama.
② Well, I don’t feel like seeing a drama today.
③ I’m so glad you invited me to join this club.
④ Why don’t we start a drama club ourselves?
⑤ Will you make a reservation for the drama now?
4.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탄수화물 섭취는 두뇌 활동을 촉진시킨다.
②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③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④ 단백질 섭취 부족은 몸의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식이요법을 통해 만성 소화불량을 개선할 수 있다.
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교육용 스마트폰 앱을 추천하려고
②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③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려고
④ 온라인 백과사전 이용 방법을 안내하려고
⑤ 효율적인 과목별 공부 요령을 조언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building more public libraries
② purchasing a used book online
③ reserving a seat for the reading room
④ finding the location of the nearest library
⑤ using a new online library checkout service
7. 다음을 듣고, 개가 일란성 쌍둥이를 구별할 수 있었던 이유로 과학자들이
추정한 것을 고르시오.
① 표정의 차이
② 체취의 차이
③ 목소리의 차이
④ 걸음걸이의 차이 ⑤ 심장 박동 수의 차이
8.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bored ② envious ③ worried ④ satisfied ⑤ proud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침대 정리하기
② 간식 준비하기
③ 장난감 정리하기
④ 아이스크림 사오기
⑤ 햄스터 우리 청소하기
10.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이름 _________________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교내 방송하기
② 청소 도구 빌려주기
③ 교사 참여 요청하기
④ 게시판 홍보물 부착하기
⑤ 행사 참여 인원 파악하기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변경된 진료 시간을 안내하려고
②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음을 통보하려고
③ 마술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려고
④ 봉사활동 전 건강검진이 필요함을 알려주려고
⑤ 환자들을 위한 마술 공연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13. pomegranate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껍질이 두껍고 붉다.
② 붉은색 씨앗으로 가득 차 있다.
③ 비타민 C와 K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④ 그 과즙은 중동에서 인기 있는 음료이다.
⑤ 두 달 정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14. 대화를 듣고, 선물을 사기 위해 남자가 내기로 한 금액을 고르시오.
① $30
② $40 ③ $50 ④ $70 ⑤ $80
【15-16】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eather conditions in ancient times
② the migration patterns of ancient tribes
③ particular life styles of an ancient tribe
④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an ancient tribe
⑤ the process of the cultural development of a tribe
16. 컴퓨터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자료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강우량
② 토양의 종류
③ 인구 수
④ 농작물의 종류 ⑤ 주거 형태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등록할 요리 강좌를 고르시오.
11.

International Cooking Classes

①
②
③
④
⑤

Class

Level

Monthly Tuition

French Cooking
Intermediate
$300
Japanese Cooking
Beginner
$200
Japanese Cooking Intermediate
$300
Chinese Cooking
Beginner
$400
Chinese Cooking
Intermediate
$600
【18-19】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hope it won’t rain this Sunday.
② Then let’s go to the zoo this time.
③ Don’t worry. The botanical garden is free.
④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go to the zoo.
⑤ I’ll buy the tickets for the botanical garden.
19. ① Okay. I’ll ask the waiter and text it to you.
② Well, maybe we can visit the restaurant next time.
③ Then wait for me at the restaurant until I get there.
④ I liked the restaurant. I really enjoyed the food there.
⑤ Good. I’ll call you as soon as I get to the restaurant.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ackie가 Mr. Morriso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Could you tell me where to get the application form?
② Should I do volunteer work to help homeless seniors?
③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pinion on my article?
④ How many articles would I have to write every month?
⑤ How often do we have regular meetings for reporting?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