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대본
※ ～
[1

(1번

～

2]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

(

30번)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 기>
머리

① 마리

)가 좋아요.

❷

머리

③ 미리

④ 무리

1. ( 고기 )가 있어요. (3점)
2. 동생이 ( 내려요 ). (4점)

※ ～
[3

6]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 기>

가 : 공부를 해요?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 공부를 해요.
③ 네, 공부가 아니에요.
❶

② 아니요, 공부예요.
④ 아니요, 공부를 좋아해요.

3. (3점)
남자: 언니가 요리사예요?
여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4점)
여자: 컵에 물이 많아요?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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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점)
남자: 언제 청소를 했어요?
여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4점)
여자: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7

8]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4점)

<보 기>
가 : 맛있게 드세요.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다음에 봐요.
③ 모르겠습니다.

② 잘 부탁합니다.
❹ 잘 먹겠습니다.

7. 남자: 정말 고마워요.
여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여자: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김수미 씨 좀 부탁합니다.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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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1]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 기>

가 :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나 : 불고기가 맛있어요.

① 교실

② 꽃집

❸

식당

④ 공항

9. (3점)
여자: 우유는 어디에 있어요?
남자: 이쪽에 있습니다.
10. (3점)
남자: 표를 샀어요?
여자: 표는 제가 샀어요. 빨리 들어가요.
11. (4점)
여자: 아저씨, 저기에서 세워 주세요.
남자: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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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4]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보 기>
가 : 누구예요?
나 :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❶

가족

② 이름

③ 고향

④ 학생

12. 남자: 시험이 언제예요?
여자: 4월 5일이에요.
13. 여자: 테니스 잘 쳐요?
남자: 아니요, 탁구는 잘 치지만 테니스는 잘 못 쳐요.
14. 남자: 수미 씨는 초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여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 ～
15. 남자: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여자: (할머니 목소리로) 고마워요.
[15

17]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6. 여자: 민수 씨, 양복을 입으니까 정말 멋지네요.
남자: 졸업할 때 받은 건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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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자: 수미 씨, 돈을 왜 꽃병에 넣어요?
여자: 꽃병 안에 동전을 몇 개 넣으면 꽃이 오래가거든요.
남자: 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

～

[18

22]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 기>

남자 :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자 :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① 남자는 학생입니다.
③ 남자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② 여자는 학교에 다닙니다.
❹ 여자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18. (3점)
남자: 이 빵 참 맛있네요. 어디서 샀어요?
여자: 제가 만든 거예요. 더 드세요.
19. (3점)
여자: 영진 씨, 어제 남산에 갔지요? 어땠어요?
남자: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식당 음식도 맛있었고요.
여자: 그래요? 저도 다음에 꼭 한번 가 봐야겠어요.
20. (4점)
여자: 영진 씨도 내일 수미 씨 생일 파티에 올 거지요?
남자: 그럼요. 그런데 아직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자: 저도 아직 안 샀는데 같이 살까요? 넥타이 어때요?
남자: 그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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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점)
여자: 영진 씨,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세요?
남자: 네. 좀 배웠는데 수미 씨처럼 잘 찍지는 못해요.
여자: 그런데 주로 뭘 찍으세요? 저는 경치 사진을 많이 찍는데…….
남자: 저도 주로 산이나 바다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22. (3점)
남자: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했는데요. 아직 안
와서 전화 드렸습니다.
여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남자: 김영진입니다.
여자: (느리게) 김영진 씨요? 벌써 보냈네요. 책은 내일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
23. 남자: 저,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여자: 손님께서 신으실 거예요?
남자: 네. 저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여자: 저거요? 새로 나온 건데 발이 편하고 비싸지 않아서 요즘 제일 잘
팔려요.
남자: 괜찮은데요. 신어 봐도 되죠?
[23

24]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24. 여자: 어어어, 잠깐만요.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매워요.
남자: 저는 매운 음식 잘 먹으니까 괜찮아요.
여자: 그런데 그렇게 숟가락으로 하지 말고 저처럼 젓가락으로 비벼서
드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비벼지고 맛있어요.
남자: 아, 이렇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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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딩동댕) 손님 여러분, 지하 1층 과일 코너에서 알려 드립니다. 지
금부터 포도를 아주 특별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한 상자에 만 원
하는 달고 맛있는 포도를 딱 30분 동안만 5천 원, 5천 원에 드립니
다. 단, 포도는 한 사람 앞에 한 상자만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댕동딩)

[25

26]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25.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26.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
남자: 수미 씨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여자: 저는 말이 별로 없고 조용했어요.
남자: 정말요? 지금 수미 씨를 보면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자: 어렸을 때는 혼자 생각하거나 글 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27

28]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27.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28.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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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민수 씨, 이번 주 토요일 점심 때 집들이
하는데 올 수 있어요?
남자: 네. 그런데 열두 시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여자: 그럼요. 끝나고 바로 오세요.
남자: 알겠어요.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여자: 괜찮으니까 그냥 오세요.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거예요.
남자: 그럼 저는 휴지하고 마실 것 좀 사 갈게요.

[29

3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29. 여자는 남자에게 왜 전화를 했습니까?
3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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