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해 듣기 대본
※ [1～2]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보
이것은 (

기>

)이에요?

① 발

❸ 달

② 팔

④ 탈

1. 무엇을 ( 삽니까 )?
① 합니까

② 탑니까

③ 팝니까

④ 삽니까

2. ( 가게 )가 있어요.
① 가구

② 가게

③ 과자

④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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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가：집에 가요?
가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❶ 네, 집에 가요.

② 네, 집에 안 가요.

③ 아니요, 집에 없어요.

④ 아니요, 집에 가요.

가：중국 사람이에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가：공책 있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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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우체국에서 뭘 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가：어떻게 집에 가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7～9]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보

기>

가：늦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

7.

① 미안합니다.

❷ 괜찮습니다.

③ 실례합니다.

④ 고맙습니다.

가：안녕히 계세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

8.

가：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

9.

가：쉿! 조용히 하세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

- 2 -

1급 이해 듣기 대본

※ [10～11]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4점)
<보

기>

가：뭘 드릴까요?
드릴까요?
나：비빔밥하고 냉면 주세요.
주세요.
❶ 식당
10.

② 서점

③ 도서관

④ 학교

가：이 약을 하루에 세 번 드십시오.
나：언제 먹습니까?
가：식사 후에 드십시오.

11.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인천이나 수원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일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 [12～15]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보

기>

가：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❶ 가족
12.

② 친구

③ 나라

가：맛이 어때요?
나：조금 맵지만 맛있어요.

13.

가：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나：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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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이건 어디서 찍었어요?
나：설악산에서 찍었어요.

15.

가：무슨 요일이에요?
나：화요일이에요.

※ [16～18]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6. 미나 씨는 지금 어디에 갑니까? (3점)
가：미나 씨, 어디 가요?
나：사과 사러 가요.

17. 진수 씨의 여동생은 누구입니까? (3점)
여자：누가 진수 씨 여동생이에요?
남자：저기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예요.

18.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점)
남자：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여자：고마워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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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 다음 대화를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
시오. (각 4점)
<보
여자：은행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기>

남자：저기 학교 옆에 있어요.
있어요.
① 남자는 지금 은행에 있습니다.
② 여자는 지금 은행에 있습니다.

❸ 여자는 지금 은행을 찾습니다.
④ 남자는 지금 은행을 찾습니다.

19.

남자：김 선생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자：잘 모르겠어요. 저기 영훈 씨한테 물어보세요.

20.

남자：미나 씨, 어제 뭐 했어요?
여자：친구하고 영화도 보고 냉면도 먹었어요.

21.

남자：손님, 이 구두 어때요? 한 번 신어 보세요.
여자：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좀 커요. 조금 작은 것을 주세요.

22.

남자：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저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
다. 메모를 남겨 주세요.
여자：(삐--) 민수 씨, 저 미나예요. 지금 공항에 있어요. 열 시 비행
기로 미국에 가요. 잘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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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영준 씨, 아이스크림 드세요.
남자：미안해요.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어요.
여자：왜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요?
남자：아니요, 배가 아파서 먹을 수 없어요.
23. 남자는 왜 아이스크림을 못 먹습니까?

여자：어디 가요?
남자：오늘부터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여자：무슨 운동을 할 거예요?
남자：매일 삼십 분 정도 뛰기로 했어요.
24. 남자는 무슨 운동을 할 겁니까?

※ [25～26]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영훈 씨, 우산 찾아요?
남자：아니요, 우산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요.
아침에는 책상 위에 있었는데……?
여자：아까 친구한테 빌려 주지 않았어요?
남자：아! 맞아요.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25. 여자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3점)

26. 그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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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요?
여자：아니요, 없어요.
남자：그럼, 이번 토요일에 같이 공원에 갑시다.
여자：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남자：음……비가 오면 박물관에 갈까요?
여자：네, 좋아요.
27. 주말에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3점)

28. 두 사람은 비가 오면 무엇을 할 겁니까? (4점)

※ [29～3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여러분, 부산에 와 보셨습니까?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부산에는 바다가 아름답
고 넓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배도 타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싸고 맛있는 생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기차
로 네 시간 삼십 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로는 한 시간 정
도 걸립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부산에 한 번 와 보십시오.
29.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몇 시간 걸립니까?

30. 부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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