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문제지

영어듣기평가
방송 : 2004년 12월 10일 금요일

예고방송 5분 이내
본 방송 10분 이내

M : Man    (Native speaker)
W : Woman (Native speaker)

Announcer :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영어 듣기 평가 방송입니
다.
수험생 여러분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 여섯 문항입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주므로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Announcer : 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Mike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W : Mike, can you give me a hand?
M : Sure. What is that?
W : I'm making doughnuts. Fry the doughnuts, will you?
M : Sure.

Announcer : 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세요.

W : Have you enjoyed the meal, sir?
M : Yes, I have.
W : Thank you, sir. That will be 15,000 won, please.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harge?
M : Cash. Here's 15,000 won.
W : Thank you. Here's your receipt. Have a nice day.



Announcer : 3번 문제입니다.

＊ 대화를 듣고 ,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M : What's wrong with your dog?
W : I'm not sure, but he doesn't eat enough.
M : Let's take a look. I think he's got a cold.
W : Oh, my poor puppy!
     It's all my fault. It's because I kept him outside too long in the  
     cold weather.
M : Please keep him warm and give him this medicine. He'll be all  
     right in a few days.
W : Thanks.

Announcer :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고르세요.

You should never lend money to your friends. If your friend needs 
some, don't give him more than you can afford. But you'd better not 
expect him to give you the money back. Then you won't be upset if 
he doesn't pay you back.



Announcer : 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Jinsu가 할 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W : Have you finished your science homework, Jinsu?
M : Yes, Mom. May I go swimming with my friends?
W : I'm afraid not. You're supposed to go to your piano lesson today.
M : Oh, I forgot about the lesson.
W : Hurry up, or you'll be late.
M : Yes, Mom.

Announcer : 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  
  세요.

W : What can I do for you?
M : Well,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friend.
W : How about this diary?
M : I like it. I'd like to have it wrapped, please.
W :                     

Announcer :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7번부터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