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6. 4. 19.(화) 시행 제1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만들 머그잔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책을 구매하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역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②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③ 작가의 친필사인을 받기 위해서 ④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잃어버려서

⑤ 중국인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리조트 시설 ② 카누 회원 모집 ③ 바다 수영 대회

④ 구명조끼 착용 방법 ⑤ 카누 체험 안전수칙

4.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envious ② nervous ③ excited

④ frustrated ⑤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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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①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② 합격 여부를 통지하려고

③ 면접 일정을 변경하려고 ④ 앱 사용방법을 안내하려고

⑤ 제출 서류 누락을 알리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교사－학생 ② 의사－간호사 ③ 요리사－기자

④ 옷가게 점원－손님 ⑤ 물리치료사－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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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점 ② 호텔 ③ 편의점 ④ 관광 안내소 ⑤ 기념품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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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메일 보내기 ② 프린터 고쳐주기 ③ 숙제 대신 제출하기

④ 문서 출력해 주기 ⑤ 여자의 집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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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휴대폰 가져다주기 ② 물리 숙제 도와주기

③ 약속시간 알려주기 ④ 대회 신청서 제출해주기

⑤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손목시계를 고르시오.

Model Design Strap Price

① A Round Metal $ 130

② B Round Leather $ 140

③ C Round Leather $ 160

④ D Square Leather $ 140

⑤ E Square Metal $ 130

11. 다음을 듣고, Collect to Share Drive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

시오.

① 참가 대상 ② 모집 물품 ③ 기부 장소

④ 행사 종료일 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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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제 도와주기 ② 택배 찾아오기 ③ 메모 작성하기

④ 식료품 사오기 ⑤ 운동화 주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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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화 관람하기 ② 영화표 구매하기 ③ 팬 미팅 참석하기

④ 점심 메뉴 고르기 ⑤ 버스시간 확인하기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Happy Train Tour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최종 목적지 ② 일몰 감상 ③ 저녁식사

④ 도착 시간 ⑤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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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How old were you at that time?

② You can’t do both at the same time.

③ I think the course will be empty this year.

④ There are a lot of people cheering for me.

⑤ Don’t worry. I will be your mentor and help you.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ll find out when your contest 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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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I just tried not to focus on winning or losing.

④ Let me know what the result of your contest was.

⑤ I wouldn’t know because I’ve never been in a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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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can join us if you want.

② That’s not the topic I have in mind.

③ I want to help you change your team.

④ It’s difficult to find a new place to move.

⑤ Let’s take an earth science class together.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y not? Bestsellers guarantee you fun.

② I have no idea who the author of the book is.

③ Definitely. Study the author first and then read the book.

④ Right. It’s very helpful to read books by the same author.

⑤ Yeah. Your strategy helped me understand the book better.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ohn이 Tin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ohn: Tin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how long have you played badminton here?

② can you lend me your racket this afternoon?

③ I’d like to play badminton with you right away.

④ will you be my partner for the party this weekend?

⑤ I’d like you to teach me how to play the badmin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