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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8. 4. 19. (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 shouldn’t download files illegally.
② There are many different r'esum'e formats.
③ We can eat dinner at the school cafeteria.
④ You can also get it at the dormitory office.
⑤ The position of dormitory manager is open.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re right. It never rains but pours.
② Sorry. I can’t cancel my baseball practice.
③ Okay. We shouldn’t waste the tickets then.
④ No. I can’t remember where I put my tickets.
⑤ Sure. I’ll pick you up at the theater tomorrow.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ell, I’ve never tried street food before.
② You should have told me what you like.
③ Then, let’s make a reservation right now.
④ We’re still going to Italy for our vacation.
⑤ Yes, you finished the presentation on time.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자 기기 사용 시간 제한의 효과
②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장점과 단점
③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검색의 편리성
④ 건강 관리용 스마트폰 앱 개발의 필요성
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다양한 기능성 신발을 소개하려고
② 시민 걷기 대회 참여를 권장하려고
③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요청하려고
④ 새로 개장한 스포츠 센터를 홍보하려고
⑤ 걷기 운동 시 부상 예방법을 설명하려고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연극 관람은 정서 함양에 유익하다.
②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③ 연극 수업은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된다.
④ 역할극은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
⑤ 연기력 향상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발전소 건립은 주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③ 환경 보호를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의 제한이 시급하다.
④ 장거리 운행 시 충분한 휴식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⑤ 전기차를 오래 사용하려면 배터리 정기 점검이 중요하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기자－시인 ② 연주자－작사가 ③ 연출가－평론가
④ 영화배우－작곡가 ⑤ 패션모델－디자이너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 구매하기 ② 과제 제출하기 ③ 티셔츠 교환하기

④ 공룡 인형 만들기 ⑤ 생일 케이크 주문하기

11. 대화를듣고, 여자가목공수업에결석한이유로가장적절한것을고르시오.

① 목공 도구가 없어서 ② 책장을 구입해야 해서

③ 화학 과제를 끝내야 해서 ④ 연회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야 해서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30 ② $ 45 ③ $ 50 ④ $ 60 ⑤ $ 65

13. 대화를 듣고, Open Campus Day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행사 목적 ② 행사 개최 날짜 ③ 프로그램 내용

④ 참가 신청 방법 ⑤ 참가 신청 기간

14. Heat Mug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휴대용 충전기가 제공된다.

② 커피를 원하는 온도로 유지할 수 있다.

③ 앱을 이용하여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④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⑤ 세 가지 다른 색상으로 나온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할 손목시계를 고르시오.

Model Price Type Shape Strap

① A $ 120 digital round leather

② B $ 90 digital rectangular metal

③ C $ 80 analog rectangular leather

④ D $ 75 analog rectangular metal

⑤ E $ 70 analog round leather

1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o way. She has to stay in her current school.

② Not yet. I didn’t sign the contract with the team.

③ I agree. Art will be more beneficial than swimming.

④ Sure. We’re going to attend a parent-teacher meeting.

⑤ I see. Your suggestion could be better for our daughter.

17.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t seems like volunteer work can be very rewarding.

② Teaching is said to be the best method for learning.

③ Volunteer work is required for college entrance.

④ You’ve finally improved your English speaking.

⑤ You’d better reduce the amount of your work.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Clara가 And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think we’d better narrow down the topic.

② It’ll be more efficient if we divide our roles.

③ Why don’t we enter the school project contest?

④ I’m sure we’ll finish the project before the deadline.

⑤ We have to serve people in need in our community.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foods brought to Europe by Columbus

② food culture and rituals of royal people

③ various ingredients used in beverage making

④ ways to avoid sweets and snacks for health

⑤ different recipes for making European d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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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자의 말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potato ② chili pepper ③ wheat

④ cacao ⑤ pineap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