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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보< 기>

불을 켜요( )

가요① ❷ 켜요 꺼요③ 써요④

1. 이게 방 이에요 점( ) . (3 )

밤① 밥② 발③ 방④

2. 달 이 있어요 점( ) . (4 )

달① 돌② 둘③ 들④

※ [3 6]～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 . 각 점( 3 )

보< 기>

가 물이 있어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❶ 네 있어요, . 네 물이에요, .②

아니요 먹어요, .③ 아니요 물이 있어요, .④

3. 운동을 해요?

네 운동을 해요, .① 네 운동이 아니에요, .②

아니요 운동이에요, .③ 아니요 운동을 좋아해요, .④

4. 친구가 아파요?

네 제 친구예요, .① 네 친구가 있어요, .②

아니요 안 아파요, .③ 아니요 친구가 아파요,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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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몇 시에 일어났어요?

네 여섯 시에 자요, .① ② 지금 아침이에요.

여섯 시에 일어났어요.③ ④ 아니요 여섯 시가 아니에요, .

6. 어제 무엇을 샀어요?

과일을 사요.① 과일을 샀어요.②

과일을 사겠어요.③ 과일을 살 거예요.④

※ [7 8]～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 .

각 점( 4 )

보< 기>

가 안녕히 계세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안합니다.① 안녕히 계세요.②

실례합니다.③ ❹ 안녕히 가세요.

7. 가 전화 상황 따르릉 여보세요 거기 한국 호텔이지요( : ) ? ?：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 접니다, .① 또 오세요.②

뭘 드릴까요?③ 네 그렇습니다, .④

8. 가 저 부탁이 좀 있는데요, .：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축하합니다.① 죄송합니다.②

말씀하세요.③ 감사합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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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1]～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 >

고르십시오 각 점. ( 4 )

보< 기>

가 몇 살이에요?：

나 스무 살이에요.：

❶ 나이 시간② 이름③ 날씨④

9. 여자 회사 앞에서 만날까요?：

남자 아니요 백화점 앞에서 만납시다, .：

일① 회사② 쇼핑③ 장소④

10. 남자 점심에 비빔밥을 먹을까요?：

여자 음 저는 불고기나 냉면을 먹고 싶어요. .： ……

학교① 음식② 취미③ 건강④

11. 남자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면 어떻게 말해요?：

여자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하고 말해요“ .” ( ) .：

남자 아 그래요! ?：

인사① 친구② 나라③ 여행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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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4]～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 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 .

각 점( 3 )

보< 기>

가 뭘 찾으세요?：

나 바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

식당① 약국② 수영장③ ❹ 옷 가게

12. 여자 비행기가 곧 출발해요.：

남자 그래요 빨리 탑시다? .：

공항① 여행사② 기차역③ 지하철역④

13. 남자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 .：

여자：빨리 앉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합시다. , .

집① 회사② 교실③ 시장④

14. 남자 책은 몇 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여자 다섯 권까지요 빌려 가신 책은 일주일 안에 다시 가져 오세요. .：

남자：네 알겠습니다, .

서점① 은행② 호텔③ 도서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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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7]～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점. ( 3 )

15. 여자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남자 취미가 뭐예요?：

여자 저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

① ②

③ ④

16.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 생일 축하해요 제 선물이에요! .：

남자 고마워요 저녁에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

여자 미안해요 파티에는 못 갈 것 같아요.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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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손님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남자 손님 어디에서 내리실 거예요, ?：

여자 저기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 주세요.：

남자 사거리에서 왼쪽이요?：

여자 네 그리고 약국 지나서 내려 주세요, .：

※ [18 22]～ 다음을 듣고 보기 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

보< 기>

남자 학생이에요?：

여자 아니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

남자는 학생입니다.① 남자는 영어를 배웁니다.②

여자는 영어를 배웁니다.③ ❹ 여자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18. 점(3 )

남자 같이 영화 볼래요?：

여자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약속이 있어요.：

남자는 약속이 있습니다.① 여자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②

남자는 영화를 봤습니다.③ 여자는 지금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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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점(3 )

여자：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

남자：아니에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해요. .

여자：그럼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세요, .

① 남자는 지금 피곤합니다.

여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②

남자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③

④ 여자는 오늘 집에 빨리 갈 겁니다.

20. 점(4 )

남자 아까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는데요 시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

여자 몇 시 표로 바꿔 드릴까요?：

남자 다섯 시 표로 바꿔 주세요.：

여자 잠깐만요 컴퓨터 자판 소리 여기 있습니다. ( ) .：

다섯 시 기차표는 없습니다.①

② 남자는 기차표를 바꿨습니다.

남자는③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④ 표를 바꾸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21. 점(4 )

여자 손님 이 까만색 바지는 어떠세요, ?：

남자 다른 색은 없어요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하는데요? .：

여자 그럼 이 흰색 바지는 어떠세요, ?：

남자 그거 좋네요 입어 봐도 돼요. ?：

남자는 까만색 바지를 살 겁니다.①

남자는 친구와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②

남자는 밝은 색 옷을 사고 싶어합니다.③

이 가게에서는 옷을 입어 볼 수 없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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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점(3 )

여자：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남자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

여자：건물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①

여자는 건물 밖으로 나갈 겁니다.②

남자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③

④ 건물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23 24]～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점. ( 3 )

23. 남자：다음 주가 휴가인데 어디에 가는 게 좋을까요?

여자：설악산은 어때요 경치가 아주 좋아요? .

남자：저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여자：그래요 그럼 제주도에 한번 가 보세요 저도 작년에 가 봤는데? .

바다가 아름답고 수영하기에도 좋아요.

여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남자는 여자에게 제주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②

남자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③

여자는 남자에게 여행할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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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자：요즘 한국 생활이 어때요?

여자：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아요 교통 음식 다 익숙해졌는데 한국말을. , ,

잘 못해서 조금 불편해요.

남자：그래요 그럼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

내일부터 같이 공부할까요?

여자：정말요 고마워요? .

여자는 남자에게 길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①

남자는 여자에게 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②

여자는 남자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③

남자는 여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④

※ [25 26]～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점. ( 3 )

남자 딩동댕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는 한(‘ ’) .：

시간 전부터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후 다섯 시부터는 물이 나올 겁니다 불편하시겠지. .

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미리 알려 드리겠습.

니다 딩동댕. (‘ ’)

25.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① 부탁② 사과③ 소개④

26.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 시간 동안 물이 안 나옵니다.①

물이 안 나온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②

주민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③

주민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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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8]～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민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남자：저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일은 재미있어요?

남자：네 재미있어요 일이 좀 늦게 끝나지만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여자：그렇군요 토요일에도 일해요. ?

남자：아니요 토요일에는 쉬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

시간을 보내요.

27.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4 )

가족① 주말②

직업③ 취미④

28.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 (3 )

남자는 컴퓨터 게임이 취미입니다.①

남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②

③ 남자는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남자는 여자와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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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3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저는 태권도를 배우러 왔어요 미국에서도 일 년 정도 배웠는데 아직.

잘 못해요 그래서 더 배우려고요. .

여자：그래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나중에 한국어를 잘하면? .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남자：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꿈이에요.

여자：와 멋진데요 태권도 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 .

29. 남자는 왜 한국에 왔습니까 점? (4 )

한국에서 일하려고①

태권도를 배우려고②

한국어를 공부하려고③

태권도를 가르치려고④

3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 (3 )

여자의 꿈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①

여자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합니다.②

남자는 일 년 후에 미국에 갈 겁니다.③

남자는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