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2. 9. 18.(화) 시행 제1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그릴 집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가 과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

시오.

① 과제를 잘못 알아서 ② 다른 과제가 많아서

③ 제출기한을 혼동해서 ④ 주제를 변경해서

⑤ 시험 기간과 겹쳐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유학생 선발 ② 신입생 환영회 개최

③ 다문화 교육 참가 방법 ④ 효과적인 학습 전략

⑤ 자원봉사대 발대식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ankful ② jealous ③ satisfied ④ frustrated ⑤ bored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방문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은품을 받으려고 ②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려고

③ 신제품에 대해 문의하려고 ④ 구입한 물건을 교환하려고

⑤ 영수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nterviewer － interviewee ② clerk － customer

③ employee － boss ④ client － businessman

⑤ doctor － patient

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백화점 ② 미용실 ③ 유치원 ④ 헬스클럽 ⑤ 동물병원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을 고르시오.

① $1 ② $3 ③ $5 ④ $6 ⑤ $7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병원 진료 예약하기 ② 교사에게 전화하기

③ 도로 사정 알려주기 ④ 아이를 집에 데려오기

⑤ 저녁 식사 준비하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예약할 기차를 고르시오.

Train
Number

Departure → Arrival
Departure
Time

Arrival
Time

① 101 New Delhi → Agra 08:15 10:15

② 105 New Delhi → Mumbai 08:30 11:30

③ 107 New Delhi → Mumbai 09:10 12:10

④ 301 New Delhi → Agra 11:20 13:20

⑤ 601 New Delhi → Mumbai 12:10 15:10

11. 다음을 듣고,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방문 날짜 ② 참가 대상 ③ 신청 마감일

④ 점심 제공 여부 ⑤ 출발 장소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과제물 가져다주기 ②이메일로 파일 보내기

③파일 이름 변경하기 ④공개 수업 참관하기

⑤컴퓨터 전원 끄기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신청서 작성 ② 회원권 갱신 ③ 할인권 문의

④ 렌트카 반납 ⑤ 호텔 예약 취소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기 ② 우유 배달 중지시키기

③ 가스 밸브 잠그기 ④ 우편물 수거 부탁하기

⑤ 가전제품 코드 빼기

【16-19】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see. The computer is out of order.

② Sorry. I don’t know how to fix it.

③ All right. Where is the document?

④ Start working on the document now.

⑤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ompany?

17.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can’t afford to buy a gift.

② I hope this cap looks good on him.

③ Okay. I’d love to join the baseball club.

④ I need to buy a glove for my brother.

⑤ Thanks. I’d better rush to the mart.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at a relief. I worried a lot last night.

② Isn’t it unfair that I cannot change it?

③ I’m very glad that I’ve got the scholarship.

④ When is the scholarship application due date?

⑤ You’re right. You should have checked my score.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Really? Then I want to get a refund for the milk.

② Don’t worry. I always keep all of my receipts.

③ Sorry! I didn’t think you checked my receipt.

④ Nowadays, low-fat milk is getting more expensive.

⑤Well, somebody might have put the milk on the wrong shelf.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Daniel이 교수에게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Danie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Just let me know when you get to school.

② I wonder if I can make my presentation later.

③ Is it possible for me to be the first presenter?

④ You will make a better presentation nex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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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When is the due date for the English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