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2. 4. 26.(목) 시행 제3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연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party planner － customer ② photographer － customer

③ nursery teacher － parent ④ fairy tale writer － reader

⑤ kindergarten teacher － student

3.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금붕어 동호회를 홍보하려고

② 멸종 위기의 어족 보호를 촉구하려고

③ 금붕어를 잘 기르는 법을 알려주려고

④ 좋은 수족관을 고르는 법을 소개하려고

⑤ 금붕어 수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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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설책 가져다주기 ② 비디오 게임 같이 하기

③ 축구 경기 예매하기 ④ 만화책 빌려 오기

⑤ 간식 사다 주기

5. 대화를 듣고, 현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의 권수를 고르시오.

① 1,250 ② 1,500 ③ 1,840 ④ 2,750 ⑤ 4,590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② 혼잡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한다.

③ 지하철 환승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④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 Youth Options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공립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술 계통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③ 고등학교 학점과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술 관련 과목을 최소한 한 과목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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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서관에 같이 가기 ② 수필 원고 검토하기

③ 선생님에게 편지쓰기 ④ 할아버지 집 방문하기

⑤ 주말에 함께 놀러 가기

9. 다음을 듣고, 자원 봉사자의 지원 자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나이 Maple시 거주 기간 나이 Maple시 거주 기간

① 18세 이상 3년 이상 ② 21세 이상 3년 이상

③ 21세 이상 5년 이상 ④ 25세 이상 4년 이상

⑤ 25세 이상 5년 이상

10.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세탁소 ② 공연 대기실 ③ 의류 수선 가게

④ 백화점 의류 매장 ⑤ 공연의상 대여점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가장 먼저 관람하기로 한 것을

고르시오.
BLUE AQUARIUM SHOW SCHEDULE

Shows Time Feeding Event Place

① Dolphin Show 3:00 P.M. √ Green Aquarium

② Meet Sea Lions 3:20 P.M. ∙ Main Aquarium

③ 4-D: Amazing Sharks! 3:30 P.M. ∙ Main Aquarium

④ Sharks’ World 4:40 P.M. √ Green Aquarium

⑤ Dolphin Show 5:30 P.M. √ Green Aquarium

12.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치료 목적으로서의 승마 활용 ② 승마 시 안전수칙

③ 승마용 말을 선택하는 기준 ④ 스포츠 승마의 역사

⑤ 승마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15】대화를 듣고, 다음 두 질문에 답하시오.

14.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고대 이집트 인형의 특징 ② 고대 이집트의 공예 기술

③ 고대 이집트 어린이들의 놀이 ④ 고대 이집트 귀족의 취미 활동

⑤ 고대 이집트의 어린이 교육용 도구

15. 고대 이집트에서 인형 제작을 위해 사용한 재료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clay ② ivory ③ wood ④ ceramics ⑤ animal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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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think it’s talent that makes them successful.

② Perhaps the key to success is the time you put into it.

③ I believe a good education produces many creative people.

④ Honesty is the best policy. Is that what you’re saying?

⑤ I’m sure they’re going to succeed in their careers.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can try to make him a friend.

② He must have been upset when you cut in.

③ Just tell him that the way he talks hurts you.

④ If you tell him the truth, I bet he’ll forgive you.

⑤ Why don’t you pay more attention when h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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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you introduce him to me? I’ll ask him.

② That way, I can experience German culture.

③ Don’t give up.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④ Please recommend a good language institute to me.

⑤ Easier said than done. It’s not easy to learn German.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All right. I’ll check my email right now.

② Great. I’ll see you this Friday for the interview.

③ Congratulations! Your interview was very successful.

④ No problem. Let’s rearrange the schedule after your trip.

⑤ Okay. I’ll email you the interview questions this afternoon.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Tim이 기숙사 관리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i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t’s freezing cold. Please turn the heater on.

② Thank you for repairing the boiler so quickly.

③ What’s wrong with the tap water? It keeps running.

④ I’m afraid the boiler is not working. Will you check it?

⑤ When can I visit your office to pick up my bagg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