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0 . 4 . 2 1 .(수 ) 시행 제1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Kate가 입고 있는 발레복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pleased ② upset ③ excited ④ bored ⑤ satisfied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① 지진 ② 산불 ③ 쓰나미 ④ 산사태 ⑤ 번개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15 ② $20 ③ $35 ④ $40 ⑤ $43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여행사 ② 사진관 ③ 세관

④ 백화점 ⑤ 귀금속가게

6.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시오.

① 고아원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②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③ 자녀 입양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④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증 받기 위해

⑤ 친구를 사귀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도서관에 온 이유를 고르시오.

① 책을 빌리려고 ② 책을 반납하려고

③ 면접을 보려고 ④ 친구를 만나려고

⑤ 책 정리를 도우려고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판매원 - 고객 ②경찰관 - 시민 ③수리공 - 고객

④ 버스기사 - 승객 ⑤보험사 직원 - 고객

9. 다음을 듣고,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행사 기간 ② 사은품 가치 ③ 사은품 증정 조건

④ 사은품 종류 ⑤ 사은품 증정 인원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탈 기차를 고르시오.

Train Departure Arrival Fare(Won)
① Mugunghwa 13:50 19:10 28,000
② Saemaul 14:00 18:00 35,000
③ Mugunghwa 14:10 19:30 28,000
④ KTX 14:20 17:10 51,000
⑤ KTX 14:40 17:30 51,000

1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새 계좌 개설 ②예금 인출 ③계좌이체

④이자 인상 요구 ⑤이전 계좌 사용

12. 대화를 듣고, Brad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영어회화 수업을 수강했다.

②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③숙제를 모두 제출했다.

④에세이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⑤ 수업에 빠진 적이 없다.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끊은 후에 할 일을 고르시오.

① He will delay the meeting.

② He will go back to the office.

③ He will take wine to the office.

④ He will buy another bottle of wine.

⑤ He will invite more guests for dinner.

14. 다음을 듣고,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고등학교 10팀, 중학교 8팀이 참가한다.

② 토론주제는 시합 30분 전에 공지된다.

③ 시합장에는 어떤 자료도 가져올 수 없다.

④ 시합 중에는 메모를 할 수 없다.

⑤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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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Let's go empty this recycling bin.

② Right. Is there anything I can do?

③ It has nothing to do with E-waste.

④ These electronic goods are outdated.

⑤ No way. I can't live without a cell phone.

17.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must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② My parents must be truly proud of me.

③ It'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to vote.

④ Those who do their best are all winners.

⑤ Thank you for voting for me in the election.

18.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y don't you see a doctor?

②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③ I don't like this vegetable, either.

④ My favorite food is barbecued beef.

⑤ It's not good to eat only what you like.

19.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y don't we go for a walk?

② I know. I think you deserve it.

③ Good luck tonight. Break a leg!

④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better?

⑤ Sorry, but I'm not feeling well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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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Wow! What a small world!

② Yeah! There's no place like home.

③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you know.

④ People say traveling with friends can be difficult.

⑤ Coffee contains more caffeine than tea, thou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