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6. 4. 21.(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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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We should clean up the classroom now.
② We need to cut down on travel expenses.
③ I think we’d better change our travel plans.
④ I didn’t know today’s lecture was canceled.
⑤ I’m planning to travel to Texas this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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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Oh! That’s lucky! Let’s park there.
② Yes, this parking lot is really small.
③ Don’t worry. You’re the best driver.
④ Well, I don’t like to go shopping alone.
⑤ Oh, no! We’d better go to another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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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It took so long to overcome this problem.
② Great. Then, can you help me do the dishes?
③ When can I have the final reports on your project?
④ Don’t worry. You’ll get used to working with him soon.
⑤ Good. We’ll be able to move to a new office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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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요령 ②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
③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④ 교실 환경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⑤ 학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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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파트 관리비 인상 방침을 안내하려고
② 단지 내 공사장 출입 자제를 당부하려고
③ 관리 법규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④ 입주민 대표회의 날짜 변경을 알려주려고
⑤ 시설물 개조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② 직업 선택 시 미래의 전망을 우선시해야 한다.
③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④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역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⑤ 취업을 위해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어린이 연예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연예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③ 연기자에게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④ 어린이 연예인의 정당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⑤ 어린이 연예인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390 ② $ 420 ③ $ 445 ④ $ 450 ⑤ $ 480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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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동차 수리해주기 ② 계획서 복사해주기 ③ 견본 제품 진열해주기

④ 회의 대신 참석해주기 ⑤ 빔 프로젝터 점검해주기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통근 거리가 멀어서 ②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③ 승진 기회가 부족해서 ④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

⑤ 직원 복지가 좋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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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변호사－의뢰인 ② 방송 관계자－가수

③ 매표소 직원－관람객 ④ 공연 책임자－경호 팀장

⑤ 교통 경찰관－보험사 직원

13. 대화를 듣고, Korea Mega Sale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행사 기간 ② 행사 도시 ③ 참여 상점 수

④ 화장품 할인율 ⑤ 행사 주관 기관

14. Student Mentoring Program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인근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② 멘토에게 2～3명의 학생들이 배정된다.

③ 멘토는 담당 학생들을 주 1회 이상 만난다.

④ 신입생도 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프로그램을 마치면 증명서를 받는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컴퓨터 키보드를 고르시오.

Computer Keyboards on Sale

Model Size Wireless Mouse Color

① A standard X not included white

② B standard O included black

③ C slim O not included black

④ D slim O included white

⑤ E mini X not include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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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Sure. This medicine will reduce your pain.

② No problem. I’ll take out the trash right away.

③ Sounds great. I’ll let you know where the drugstore is.

④ Okay. I’ll bring the medicine to the drugstore tomorrow.

⑤ Don’t worry. This medicine is available without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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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Good for you. Their parents must be excited.

② Trust yourself. You’re the right person to do it.

③ I wouldn’t worry. They’ll understand family comes first.

④ It’s not a good idea to go camping on a rainy day.

⑤ Sure. Everything is ready for the Christmas party.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Robert가 Jan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ould you please leash your dog when you walk it?

② I’d like you to take care of my dog while I’m away.

③ Why don’t we bring our dog to an animal hospital?

④ A pet lover should treat their pet like their child.

⑤ Could you please clean up after your dog?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통적인 학교 미술 교육의 장단점

② 자녀의 방을 창의적으로 꾸미는 방법

③ 일상의 물건들을 통한 아동의 창의성 개발

④ 무독성 물질을 사용한 어린이 장난감 제조

⑤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

20. 여자의 말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button ② paper bags ③ plastic straws

④ wine corks ⑤ a wind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