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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2. 4. 24.(화) 시행 제1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만들 케이크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파일을 열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②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차단되어서

③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④ 오디오 파일이 훼손되어서

⑤ 프로그램의 버전이 오래되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학생회칙 변경 ② 학생회장 선거

③ 재활용품 수거 방법 ④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⑤ 학생회 주관 중고 장터

4.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proud ② worried ③ relieved ④ pleased ⑤ bored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박물관 위치를 확인하려고 ② 관광지 추천을 부탁하려고

③ 음식점 이름을 물어보려고 ④ 가족여행 일정을 알려주려고

⑤ 숙소 전화번호를 알아보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police officer － witness ② teacher － parent

③ teller － customer ④ reporter － author

⑤ librarian －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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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 ② 은행 ③ 세관 ④ 병원 ⑤ 학교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8 ② $10 ③ $11 ④ $13 ⑤ $15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프린터 고쳐주기 ② 서류 복사해주기

③ 사진 찍어주기 ④ 강아지 산책시켜 주기

⑤ 포스터 출력해주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그룹을 고르시오.

ABC School’s Summer Camp Program

① ② ③ ④ ⑤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10:00-12:00 Drawing Singing Drawing Singing Drawing

13:00-14:00 Speech Writing Speech Speech Writing

14:30-15:30 Swimming Swimming Yoga Swimming Yoga

16:00-17:00 Dancing Dancing Dancing Cooking Cooking

11. 다음을 듣고, 특강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주최 기관 ② 강의 날짜 ③ 강의 내용

④ 수강 인원 ⑤ 팸플릿 배부 장소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치즈 사러가기 ② 양상추 씻기 ③ 조리법 검색하기

④ 아들 깨우기 ⑤ 샌드위치 주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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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방과 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박물관 방문 ② 시집 구입 ③ 보고서 작성

④ 시 낭송회 준비 ⑤ 수강 신청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개최 장소 ② 개방 시간 ③ 교통편

④ 입장료 ⑤ 사은품

【16-19】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ould you give me a ride to school?

② Give me a call when you get up.

③ Not at all. I’m an early bird!

④ Why don’t you walk to school?

⑤ My dad often comes home early.

17.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ow! You have a large social network.

② Oh, really? I’ll check the modem right away.

③ Don’t worry. Next time, I’ll plug the modem in.

④ Do you mean there’s nothing you can do for me?

⑤ When are you going to deliver the computer I ordered?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Let me show you around some famous palaces.

② This is your first time to visit England, isn’t it?

③ I think you have to go to the Embassy to get a visa.

④ I know, but I have an important meeting the next day.

⑤ What do you really want from me for Christmas?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sorry. I couldn’t go there.

② Cheer up! I’m sure you can make it.

③ I think you are such a great performer.

④ Really? I should have told you about that.

⑤ She wants to work for the entertainment company.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ohn이 Sally의 어머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oh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orry. I have to go now. It’s too late.

② I can show you how to make spaghetti.

③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④ Thank you for the meal. I really loved it.

⑤ You’re right. She’s a really good c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