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 2 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09 . 9 . 2 3 .(수 ) 시행 제1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생일 선물로 사려고 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①은행 ②사진관 ③문구점 ④볼링장 ⑤도서관

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디자이너 - 모델 ②빨래방 직원 - 손님

③옷가게 직원 - 사장 ④교통 경찰관 - 운전자

⑤전자제품 판매원 - 고객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satisfied ② envious ③ relieved ④ frustrated ⑤ encouraged

5.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①산호 ②화석 ③약초 ④박제 ⑤상아

6. 다음을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자동차사고를 전하려고 ②열차 시간을 확인하려고

③여행 계획을 의논하려고 ④기차표 구매를 부탁하려고

⑤도착 지연 사실을 알리려고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택시 잡기 ②서류 정리 ③욕실 청소

④음식 주문 ⑤식당 예약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공항에서 Mike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길이 엇갈려서 ②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③갈아탈 비행기를 놓쳐서  ④비행기 도착이 지연되어서 

⑤도착 시각을 잘못 알아서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

시오.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96 ② $100 ③ $120 ④ $160 ⑤ $220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퇴직 후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사진 찍기 ②재취업하기 ③골프 배우기

④정원 가꾸기 ⑤세계일주하기

12. 다음 안내사항을 듣고,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각 객실에 개인 금고를 제공한다.

②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귀중품을 보관해 준다.

③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주의하라.

④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마라.

⑤호텔의 모든 방문객을 카메라로 확인한다.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을 고르시오.

①비자 신청하기 ②문자 메시지 보내기

③친구에게 전화 걸기 ④전자기기 전원 끄기

⑤공항으로 마중 나가기 

[15～19]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5. Man:

① You'd better buy a new bike.

②Wow, that sounds like a great trip.

③ It's a really nice day to take a walk.

④My family will put off the cycling trip.

⑤ I'll stay at grandmother's home for two days.

16. Man:

① I don't like physics at all.

② Jogging makes me exhausted.

③ I've got a lot of energy from climbing.

④ It'll probably kill me, but I might give it a try.

⑤ You have to kick the job off to finish early today.

17. Man:

① Yes. Small pets are available.

② There are two spaces available.

③ There's a bus stop just one block away.

④ Heat, water, and electricity are included.

⑤ No. It has hard wood floors throughout.

18. Man:

① Be more active and outgoing.

② That would be very nice, thanks.

③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now.

④ I need to help my friend in trouble.

⑤ Oh, sorry to have taken up so much time.

19. Man:

① I don't like my major at all.

② You should work for your tuition.

③ I work three times a week at a restaurant.

④ Getting a job will be difficult after graduation.

⑤Why don't you ask the travel agent about your trip?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Tom의 아빠가 아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m’s dad:

① All right. You have enough time to do it.

② Forget it. I'm not in the position to help you.

③ Thanks for your help. Now I can do it better.

④ Congratulations! You finally beat your competitors.

⑤ Don't give up! You can do it if you try a little bit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