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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유형� 1] <보기>와 같이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음운� 식별하기�유형) (출제� 문제� 1~2번)

1. (   ) 
① 아이 ② 오이 ③ 아우 ④ 오우

-----------------------------------------

[Listening� scripte]

[유형� 2]�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질문에�맞는� 대답� 고르기)�

(출제� 문제� 3~4번)

2.
① 네, 공부예요. ② 네, 공부를 해요. ③ 아니요. 공부가 아니에요 ④ 아니요. 공부가 좋아요.

-----------------------------------------

[듣기 스크립트]

공부를 해요?

[유형� 3]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이어지는�말� 고르기) 
(출제�문제� 5~6번)

3. 
  ① 네, 좋습니다.  ② 네, 축하합니다.  ③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④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

[듣기 스크립트]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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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일치하는�내용� 고르기)

� � (출제� 문제� 7~8번)

남자 : 유진아,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까?

여자 : 좋아. 끝나고 쇼핑도 하자.

4. 
  ① 남자는 지금 쇼핑을 합니다. 

  ② 남자는 지금 극장에 있습니다. 

  ③ 여자는 쇼핑을 하고 싶어합니다. 

  ④ 여자는 오늘 극장에 갈 것입니다.

[유형� 5]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듣고� 물음에�답하기)(출제문제� 9~12번)　

남자 : 여기가 요즘 유행하는 만화 카페예요.

여자 : 진짜네요.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카페 음료도 다양하네요. 

남자 : 네,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음식도 팔아서 좋아요. 

여자 : 네, 우리 앞으로 자주 와요. 

5.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① 만화 카페의 메뉴 ② 만화 카페의 장점

   ③ 만화 카페의 위치 ④ 만화 카페 이용 방법

6.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이 카페에서 만화책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③ 이 카페에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④ 두 사람은 이 카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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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유형� 6]�내용을�보고�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소재� 고르기)� � (출제문항� 13~14번)�

7. (  )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고 맑습니다.

   ① 날씨 ② 나이 ③ 시간 ④  날짜

[유형� 7]�내용을�보고�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맥에� 알맞은�말� 고르기)� (출제� 문항15-17)

8.  (  )

메모를 하고 싶은데 펜이 없어요. 펜 좀 잠깐 (                 ).

 ① 사 주세요 ② 봐 주세요 ③ 빌려 주세요 ④ 들어 주세요

[유형� 8] 다음을 읽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일치하는�내용� 고르기) (출제문항� 18~19번) 
9. (   )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언제: 12월 23일(화) 17:00~19:00

      * 10분 전에 입장해 주세요.

어디: 학교 강당

문의: (02) 1234-5678 (13:00 ~ 17:00)    

① 가족들이 함께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② 오후 4시 50분까지 강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③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오전에 전화하면 됩니다.

④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악기 연습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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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9]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중심�생각� 고르기) (출제�문항� 20~21번) 

10. (   )

 한국에는 여러 가지 전통차가 있습니다. 유자차는 비타민 C가 많아서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효능이 있어서 몸이 찬 사람이 마시면 좋습니다. 매실차는 소화가 안 될 때 마

시면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① 유자차는 겨울에 마시면 좋습니다.

② 매실차는 위 건강에 좋은 차입니다. 

③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④ 전통차들은 각각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유형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읽고�물음에� 답하기) (출제�문항� 22~25번)

한국 사람들은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거나 같이 식

사를 할 때 예절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에는 미리 방

문 시간, 방문 목적 등을 알리고 약속을 한 후 가야 합니다. (  ㉠  )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

을 피해서 갑니다. 방문한 집에 웃어른이 계시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신청을 받은 후 구입 도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① ㉠ ② ㉡ ③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