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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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7.(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2】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① Have a seat. Lunch is almost ready.

② Thank you for making me a sandwich.
③ It’s a pleasure to have lunch with you.
④ Don’t worry. I’ll pick you up on my way to lunch.
⑤ That would be great. Could you get me a tuna sandwich?
2. ① I’ll see if there are any tickets available online.
② I think I have to attend a meeting this weekend.
③ I need to change the conference schedule a little.
④ Unfortunately, I have already canceled the tickets.
⑤ I’m sorry, but I’m not really into going to that festival.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겨울철에는 특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② 건강을 위해 실내외 온도 차를 줄여야 한다.
③ 겨울철에는 건강을 위한 실내 운동이 필요하다.
④ 감기 예방을 위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야 한다.
⑤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
4.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신규 교사를 소개하려고
② 학생의 졸업을 축하하려고
③ 교사의 이임 소식을 전하려고 ④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리려고
⑤ 학교의 업무상 착오를 해명하려고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 등산용품 가격 인상의 원인
② 모방 심리로 인한 소비의 비합리성
③ 신제품 출시 주기와 소비와의 관계
④ 유명인사의 책임 있는 언행의 중요성
⑤ 광고가 상품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
【6-7】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6. banyan tree가 인도의 화합을 상징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무의 특이한 모양 때문에 ② 나무와 관련된 설화 때문에
③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④ 나무가 가진 의학적 효능 때문에
⑤ 나무가 역사적으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7. banyan tree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
② 크기
③ 수명
④ 이름의 유래
⑤ 용도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감독－ 배우
② 시상자－ 수상자 ③ 식당 주인－ 고객
④ 연출가－ 방송작가 ⑤ 매니저－ 연기 지망생
9.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영화 촬영 장비 점검하기
② 영화를 촬영할 장소 찾아 주기
③ 오래된 전원주택 사진 찍어 오기
④ 빅토리아 시대 생활양식 알아보기
⑤ 영화 촬영 시작 전까지 대본 수정하기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낚시를 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②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③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④ 동생을 응원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⑤ 동생과 운동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3. 다음을 듣고, 야생동물에게 소량의 먹이를 불규칙적으로 주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②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③ 야생동물의 지나친 번식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④ 야생동물의 급격한 식습관 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⑤ 야생동물 스스로 식량을 찾는 기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140 ② $148 ③ $150 ④ $158 ⑤ $160
1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예약한 회의실과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Iris － $750
② Orchid － $750
③ Orchid － $950
④ Grand Ballroom － $750
⑤ Grand Ballroom － $950
16. Rongorongo Script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이스터 섬에서 사용된 문자이다.
② 외부의 도움을 받아 토착민들이 만들었다.
③ 약 120개의 기호들로 구성되었다.
④ 1860년대에 나무로 된 표본이 발견되었다.
⑤ 여전히 완벽하게 해독되지 않고 있다.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할 중고서적 판매자를 고르
시오.
Get Your Used Books
Seller ID Price Condition Overseas Shipping
① Amy’s
$20 Acceptable
Yes
② Bookworm $22 Acceptable
No
③ 007books $28
Good
No
④ Goodbook $45
Good
Yes
⑤ Philobook $50 Very Goo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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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① Why don’t you add a dance to the song?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새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하기
② 사용하던 컴퓨터 수거 요청하기
③ 주문한 컴퓨터 배달 시간 확인하기
④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 컴퓨터 주문하기
⑤ 폐기할 컴퓨터에서 하드 드라이브 제거하기

② Are you looking for a new place to practice?
③ The contest will be postponed until next Friday.
④ The judges will announce the contest results tomorrow.
⑤ Our choir members are in good harmony with one another.
19. ① Of course, I wish I could go there with you.
② Well, nowadays delivery service is quite punctual.
③ Exactly. I’m sure that you can handle it by yourself.
④ Okay, I’ll get it and keep it for you until you get back.
⑤ Sure. I’ll call the company and let you know immediately.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Amber가 Mr. Adam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How long have you been writing poems?
② Can you teach me how to compose a song?
③ Will you offer a poetry class this semester?
④ Would you check the rhymes I used in my poem?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⑤ Do you know any songs with good rhymes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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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