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4. 9. 16.(화) 시행 제1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보고 있는 로봇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발표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을 고르시오.

① 다른 강사가 요청해서 ② 딸의 연주회에 가야 해서

③ 행사 주최 측이 실수해서 ④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어서

⑤ 다른 세미나와 일정이 겹쳐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수련회 일정 ② 여름 방학 특강 ③ 캠핑 안전 수칙

④ 여름 방학 과제 ⑤ 영어 캠프 규칙

4.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relieved ② bored ③ angry

④ jealous ⑤ indifferent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

시오.

① 모임 참여를 권유하려고 ② 음식점 위치를 물어보려고

③ 선호하는 식당을 물어보려고 ④ 송별회 장소 변경을 알리려고

⑤ 파티 시간 변경을 알려주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doctor － patient ② teacher － student

③ radio host － guest ④ coach － team captain

⑤ movie director －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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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동물원 ② 사진관 ③ 인형 가게

④ 제과점 ⑤ 미술관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18 ② $20 ③ $30 ④ $38 ⑤ $40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꽃 사다 주기 ② 기념품 만들기 ③ 개업식 홍보하기

④ 초대장 발송하기 ⑤ 전화번호 알려주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전자책 단말기를 고르시오.

Model Screen Size (Inches) Color Price

① A 8.2 Black $480

② B 9.1 White $560

③ C 9.1 Black $570

④ D 9.6 Black $610

⑤ E 9.6 White $620

11. 다음을 듣고, Swimming Lesson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

오.

① 참가 대상 ② 수업 장소 ③ 수업 시간

④ 수강료 ⑤ 수업 준비물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물 가져다주기 ② 수건 빌려주기

③ 연습 일정 잡기 ④ 대회 참가 신청해 주기

⑤ 기록 측정해 주기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계단 청소하기 ② 세탁기로 빨래하기

③ 방음 매트 구입하기 ④ 위층에 항의 방문하기

⑤ 관리 사무소에 전화하기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Perdue High School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위치 ② 장학금 제도 ③ 설립 연도

④ 학생 수 ⑤ 교장 선생님 이름

【16-17】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ll have the kids help you cook dinner.

② It’s a good idea to have breakfast every day.

③ I’m open to whatever you want to eat for dinner.

④ At this time of day, delivery takes a long time.

⑤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y unusual appetite.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Please try to make a shopping list.

② The grocery store is a good place to shop.

③ I’ll work harder to balance our family budget.

④ Ask yourself three times if you really need an item.

⑤ Let’s go ask our neighbors if we can borrow that device.

【18-19】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said you hadn’t watched it, right?

② You’re right. The channel will launch soon.

③ Really? I’ll make sure to watch it this time.

④ That’s true. The program is never replayed.

⑤ Sure. I’d like to visit the art gallery with you.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ell, I wish I didn’t have any part-time job.

② Great. Then we can go to the lecture together.

③ Don’t worry. I’ll call you as soon as I finish it.

④ Sorry. I forgot to go to the restaurant on Sunday.

⑤ Sure. I’ll do my best to make a good presentation.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Peter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et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Please, let me try this time, Dad!

② I always knew you would succeed.

③ Why do people make rockets, Dad?

④ That’s why I want to be a scientist.

⑤ Do you know how hard it is to launch a roc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