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4. 4. 15.(화) 시행 제1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받은 장바구니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도서관에서 일찍 돌아온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몸이 아파서 ② 점심을 먹기 위해서

③ 엄마가 급하게 찾아서 ④ 친구가 집에 가야 해서

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학생회장 선거 ② 동아리 신입생 모집

③ 학교 홍보 영상 제작 ④ 축제 도우미 학생 모집

⑤ 학교 웹사이트 가입 방법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excited ② worried ③ embarrassed

④ envious ⑤ relaxed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

시오.

① 영업 시간을 문의하려고 ② 음식점 위치를 확인하려고

③ 회원 가입 방법을 문의하려고 ④ 쿠폰 수령 방법을 물어보려고

⑤ 쿠폰 사용 가능여부를 물어보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professor － student ② movie director － novelist

③ photographer － model ④ scriptwriter － actress

⑤ actor －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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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음식점 ② 요리 학원 ③ 병원

④ 정육점 ⑤ 방송국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추가로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50 ② $150 ③ $200 ④ $250 ⑤ $350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설거지하기 ② 싱크대 청소하기

③ 휴대전화 구매하기 ④ 드라이어 찾아보기

⑤ 휴대전화 수리점 가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미니 선풍기를 고르시오.

Model Power Type Remote Control Price

① A Battery X $30

② B Battery O $35

③ C USB X $40

④ D USB O $45

⑤ E USB O $55

11. 다음을 듣고, Golden Speech Contest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

시오.

① 주제 ② 제한 시간 ③ 우승 상품

④ 원고 마감일 ⑤ 결선 진출자 수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모자 챙겨두기 ② 수영복 고르기

③ 새 여권 신청하기 ④ 선글라스 수선 맡기기

⑤ 자외선 차단제 사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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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고 확인하기 ② 직원에게 문의하기

③ 아내에게 전화하기 ④ 쇼핑 카트 가져오기

⑤ 다른 상점 방문하기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Fantasy Love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작곡가 이름 ② 가수 이름 ③ 발매 연도

④ 1위에 머문 기간 ⑤ 음반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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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Great. I need to start an exercise program soon.

② I understand, but it is your health that matters most.

③ I know. It’s always tough to find an excellent trainer.

④ Sure. You can sign up for this program by tomorrow.

⑤ True. I make it a rule to take a rest from time to time.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re too young to drive a car.

② It’s much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③ Traffic conditions are getting better now.

④ The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rapidly.

⑤ A storm is rare here at this time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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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Let’s practice singing this weekend.

② I agree. We could have won the contest.

③ All right. Let’s go talk to her right away.

④ Well, let’s hope that she’s good at dancing.

⑤ I don’t think she’s in charge of the auditorium.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re right. Leadership comes with age.

② I don’t think that he knows his weaknesses.

③ No way. Personality is more important than good looks.

④ Now I understand why you chose him as your role model.

⑤ Everybody feels sorry that he didn’t become a class leader.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Brad가 여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ra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r father must be very strict.

② If you don’t go away, I’ll call the police.

③ Please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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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ay calm and do exactly as I tell you to do.

⑤ Your nose is bleeding. You should go to a do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