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1)
2017. 9. 19. (화) 시행

제1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손거울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메모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예약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고르시오.

① 동생을 배웅해야 해서
② 애완견을 돌봐야 해서
③ 부모님을 도와야 해서
④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⑤ 기말 시험 공부를 해야 해서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안내 방송인지 고르시오.
① 관람 에티켓
② 뮤지컬 홍보
③ 비상 대피로
④ 극장 위치
⑤ 공연 취소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수강하려는 강좌를 고르시오.
① 수영 ② 미술 ③ 음악 ④ 영어 ⑤ 바둑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길을 물어보려고
② 운동을 추천하려고
③ 약속 장소를 정하려고
④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⑤ 약속을 취소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리포터－ 배우 ② 의사－ 간호사 ③ 택시 기사－ 승객
④ 코치－ 운동 선수 ⑤ 물리 치료사－ 환자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8
② $ 10 ③ $ 14 ④ $ 15 ⑤ $ 17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노래 부르기
② 악기 구입하기
③ 선생님 찾아가기
④ 친구에게 전화하기
⑤ 대회 참가 신청하기
9.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방 청소하기
② TV 수리하기
③ 침대 함께 옮기기
④ 여동생 마중 나가기
⑤ 결승전 티켓 예매하기
10.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마우스를 고르시오.
Model
Color
Cord
Price
①
A
Red
Corded
$ 10
②
B
Red
Cordless
$ 20
③
C
Black
Corded
$ 15
④
D
Black
Cordless
$ 20
⑤
E
Black
Cordless
$ 30
11. 다음을 듣고, Blood Donation Campaign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행사 일시
② 행사 장소
③ 참가 대상
④ 기념품
⑤ 제출 서류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조리법 확인하기 ② 토마토 사러가기 ③ 냉장고 정리하기
④ 쇼핑 목록 만들기 ⑤ 요리 강좌 신청하기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웹사이트 주소 보내기
② 수제 비누 만들기
③ 생일 선물 포장하기
④ 방향제 주문하기
⑤ 양초 구입하기

15. 다음을 듣고, 2017 Study Buddy Program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지도 과목
④ 지원 방법

② 운영 기간
⑤ 지원 마감일

③ 참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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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sorry. I promise it won’t happen again.
② Thanks. I really like this new backpack.
③ Cheer up! You’ll have other chances.
④ Sure. I hope you can find your bag.
⑤ Great! I’m glad you made it.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Don’t be discouraged. Everybody can fail.
② Please, try not to make the same mistakes.
③ Why don’t you read an English newspaper everyday?
④ No, you deserve it. I’ll try reading English newspapers, too.
⑤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so you wouldn’t fail th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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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t should be all right if you water it once a day.
② Don’t forget to feed my dog while I’m away.
③ How about giving it less water next time?
④ Plant as many trees as possible.
⑤ You should exercise in the sun.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Exactly! That’s my point.
② I hope you’ll get better soon.
③ Thank you. You’re very kind.
④ Absolutely. I’ll see you this weekend.
⑤ Okay. I hope we can go together next time.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Grace가 Henr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race: Hen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I borrow your umbrella in case it rains?
② the student council is looking for new members.
③ you can borrow an umbrella from the student council.
④ I’ll make sure to check the weather forecast next time.
⑤ would you bring me an umbrella from the teacher’s office?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