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6. 9. 20.(화) 시행

제1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멀티탭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영화 티켓을 바꾸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친구와 나란히 앉기 위해서 ② 다른 영화를 보기 위해서
③ 영화 시간이 너무 늦어서
④ 좌석이 화면과 너무 가까워서
⑤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바뀌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일기 예보
② 공항 편의 시설 ③ 항공기 운항 지연
④ 탑승권 발권 장소 ⑤ 항공편 예약 방법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excited
② nervous
③ confident
④ disappointed
⑤ embarrassed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
시오.
① 교통 상황을 문의하려고
② 수업 결석을 알리려고
③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려고 ④ 발표 자료 복사를 부탁하려고
⑤ 발표 순서 변경을 요청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진행자－ 가수 ② 소설가－ 평론가 ③ 영화배우－ 감독
④ 체육교사－ 학생 ⑤ 리포터－ 운동선수
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음악 학원
② 음반 가게
③ 광고 기획사
④ 콘서트장
⑤ 방송국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환전하기
② 구급약 사오기 ③ 호텔 예약하기
④ 여행날짜 확인하기 ⑤ 비행기 표 출력하기
9.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회의 대신 참석하기
② 회의장 태워다 주기
③ 버스 도착시간 알려주기
④ 버스 정거장 찾아 주기
⑤ 휴대폰에 앱 다운로드해주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서핑 보드를 고르시오.
Model
Type
Material
Fin
①
A
Short
Plastic
1
②
B
Short
Sponge
3
③
C
Long
Plastic
5
④
D
Long
Sponge
3
⑤
E
Long
Sponge
5

11. 다음을 듣고, Summer Science Challenge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행사 장소
② 행사 기간
③ 참가비
④ 신청 방법
⑤ 신청 마감일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시계 찾아오기 ② 파티 준비하기 ③ 선물 구입하기
④ 도서 반납하기 ⑤ 엄마 마중가기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문서 교정하기 ② 리포트 작성하기 ③ 분실물 신고하기
④ 이메일 확인하기 ⑤ 저장매체 구입하기
1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을 듣고, Evergreen Resort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식당 ② 체육관 ③ 편의점 ④ 샤워실 ⑤ 비상구
【16-17】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o, thanks. I’m not planning on getting a job.
② Sorry. I’ve already decided my career in the future.
③ Okay. Why don’t we start preparing our booth, then?
④ Yes. I have some questions about the jobs I’d like to do.
⑤ Sounds good. We can find good people for our company.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afraid I can’t do it for you.
② I’m sorry that I broke your harmonica.
③ Oh, good. I want to go to the concert, too.
④ If you want, I can teach you how to sing.
⑤ If you want to try, we can learn together.
【18-19】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don’t have to bathe and feed him.
② Don’t worry. Just report it to the center.
③ Surely, you can find his owner next time.
④ You should take care of him affectionately.
⑤ No wonder the dog is faithful to the owner.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keep in contact with my host family, too.
② I’ll give you some tips for finding homestays.
③ I am sorry to hear that you had culture shock.
④ I’d like to apply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⑤ I’m so relieved to hear you had such a good experience.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artha가 Stev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rtha: Stev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d better go get some rest.
② you need to be on time for work.
③ you need to stay longer to finish this task.
④ you should’ve come home earlier than usual.
⑤ you should focus more on yourself than others.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