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1. 4. 20.(수 ) 시행 제1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사려고 하는 옷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concerned ② satisfied ③ indifferent

④ bored ⑤ delighted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① 황사 ② 지진 ③ 가뭄 ④ 화산폭발 ⑤ 회오리바람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① $280 ② $288 ③ $315 ④ $320 ⑤ $360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① 옷가게 ② 액세서리점 ③ 예식장

④ 의류수선점 ⑤ 꽃가게

6. 다음 안내방송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주차 요원 모집 ② 주차 구역 안내

③ 트럭 배달 서비스 안내 ④ 소비자 서비스 규약 설명

⑤ 주차 차량 운전자 찾기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찾아온 이유를 고르시오.

①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② 발표 주제를 바꾸려고

③ 발표연습을 같이하려고 ④ 수업에 관해 질문하려고

⑤ 아마존 관련 자료를 얻으려고

8. 다음을 듣고,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을 듣고, 콘서트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좌석가격 ② 개최시기 ③ 초대가수

④ 진행시간 ⑤ 좌석개수

10.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투어 버스를 이용할 시간을 고르시오.

City Tour Bus
Departure from City Hall Arrival at City Hall

① 08:30 a.m. 11:30 a.m.

② 10:00 a.m. 1:00 p.m.

③ 12:30 p.m. 3:30 p.m.

④ 2:00 p.m. 5:00 p.m.

⑤ 3:30 p.m. 6:30 p.m.

11. 대화를 듣고, 여자의 고민에 대한 남자의 충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카드로 국제전화 걸기 ② 인터넷으로 전화 걸기

③ 개인용 컴퓨터 구매 ④ 인터넷 카페 가입하기

⑤ 심야에 체육관 이용하기

12. 대화를 듣고, Danny 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Jason의 사촌동생이다.

② Elly의 쌍둥이 남동생이다.

③ 작년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④ 영어 노래와 게임을 좋아한다.

⑤ 발레 연습하기를 가장 좋아한다.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후에 할 일을 고르시오.

① 여자친구와의 이별 ② 항공 마일리지 사용

③ 비행기 기내식 주문 ④ 여자친구 방문

⑤ 생일파티 참석

14. 다음 설명을 듣고,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그림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Moray 장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이를 드러낸 채로 헤엄친다.

② 먹이를 기다렸다가 잡는다.

③ 잡은 먹이를 온몸으로 죈다.

④ 먹이의 살점을 큰 덩어리로 떼어낸다.

⑤ 위협하는 물체가 다가오면 공격한다.

[16-19]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nks for the delivery tonight.

② No, I’ll correct the message for your boss.

③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a delivery?

④ I’ll pay by deposited points from my credit card.

⑤ Please write,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17.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nks. Next time, I’ll really do my best.

② Yes. I’d better tell the result to my parents.

③ Right. I think I should check the result now.

④ You’re right. I should have visited my professor.

⑤ Oh, I can’t wait to go to the graduation ceremony.

18.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know everyone has a right to vote.

② I’m sure you will win this school election.

③ Right, I was working as a student council member.

④ Oh, you can find them on the school bulletin board.

⑤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choose a student leader.

19.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ot really. It was my watch.

② Why don’t you change the battery?

③ Yes. I made a lot of spelling mistakes on my report.

④ Yes. I’ll have my watch repaired immediately.

⑤ That’s right. I need a clock that tells me what day it is.

20. 다음 상황을 듣고, Jeff 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ow! What a coincidence!

②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fine.

③ You have to return my car immediately.

④ Please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father.

⑤ I wanted to see you in Washington last 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