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ening Comprehension
Part Ⅰ

Questions 1-15

You will now hear fifteen conversation fragments, each made up of a single spoken
statement followed by four spoken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to
the statement.

1.
W: Do you ever listen to Bach?
M: __________
(a) It’s not possible now.
(b) I’ll have to think about it.
(c) Yes, occasionally.
(d) That’s a good idea.
일반 의문문
‘바하 음악을 듣는지’ 묻고 있으므로 ‘가끔 듣는다’고 대답한 (c)가 정답이다. yes/no 의문문이므
yes로 응답한 후, ever 부분을 occasionally로 응답하였다.
W: 바하 음악을 들으시나요?
M: 네, 가끔요.
(a) 그건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b)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어요.
(c) 네, 가끔요.
(d)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occasionally 때때로
정답:(c)

2.

W: How about dinner and some wine tonight?
M: __________
(a) Thank you for the wine.
(b) I appreciate your taking me out.
(c) I’m sorry, but I have an appointment.
(d) Yes, it was a wonderful dinner.
의문사 의문문-how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여자와 선약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남자 사이의 대화이다. (b)나 (d)의 경우,
이미 데이트 중이거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음에 주의하자.
W: 오늘 저녁 같이 먹고, 와인 한잔 할래요?
M: 미안한데, 약속이 있어요.
(a) 와인 감사해요.
(b) 데리고 나와 줘서 고마워요.
(c) 미안한데, 약속이 있어요.
(d) 네, 저녁 잘 먹었어요.
take ~ out ~를 데리고 외출[외식]하다 appointment 약속, 예약
정답:(c)

3.
W: Is this a direct flight to Denver?
M: __________
(a) I confirmed my reservation yesterday.
(b) All the flights have been overbooked.
(c) You'll have to have a layover in Hawaii.
(d) I have recently been to Denver.
일반 의문문
일정한 지역으로 가는 직항편인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곳을 경유하기 때문에 직항편이 아
니라는 (c)가 정답이다. (a)는 예약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이다. (b)는
항공편 예약 상태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다. (d)는 Denver에 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이다. 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자.
W: 이 항공편은 덴버행 직항인가요?
M: 하와이를 경유해야 합니다.

(a) 어제 예약을 확인했어요.
(b) 모든 항공편들이 예약이 초과되었어요.
(c) 하와이를 경유해야 합니다.
(d) 최근에 덴버에 다녀왔어요.
direct flight 직항편 confirm 확인하다 flight 항공편 overbooked 예약이 초과된 layover 일시 체
류, 도중하차 recently 최근에
정답:(c)

4.
W: What’s wrong with my computer? It’s acting weird.
M: __________.
(a) Yes. Acting is your strong suit.
(b) Right. It’s been a long day.
(c) It may be infected with a computer virus.
(d) Did you connect the cord to the outlet?
평서문
컴퓨터 오작동에 대한 문의에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바이러스 감염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c)이다. (a)는 act의 다양한 의미를 활용한 오답이다. (b)는 힘든 하루를
보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d)는 매력적인 오답인데,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다면, 컴퓨터가 아예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임에 유의하자.
W: 내 컴퓨터가 뭐가 잘못 되었지? 작동이 이상해.
M: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도 몰라.
(a) 응. 연기가 너의 장점이지.
(b) 맞아. 참 힘든 하루였어.
(c)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도 몰라.
(d)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았니?
act weird 이상한 행동을 하다 acting 연기 strong suit 장점, 장기 a long day 힘겨운 하루 infect
감염시키다 cord 전기선
outlet 콘센트
정답:(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