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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제 3 교시 영 어 듣기 평가

시그날 IN

안녕하십니까? 201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영어 듣기 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들려줍니다.

시그날 OUT

ANN: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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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사려고 하는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cript]
M: Excuse me. I’d like to buy a picture for my room.
W: How about this flower picture?
M: Well... I like animals.
W: What about this one?
M: The monkeys in the picture look happy. I’ll take it.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오늘 오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cript]
M: Hi, Am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W: I don’t have any plans.
M: Why don’t we go hiking?
W: I’d love to, but it’s going to snow soon.
M: Then, how about playing table tennis?
W: That sound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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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고르세요.

[Script]
M: Suji,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W: It starts at 2 o’clock.
M: Why don’t we meet at 1:30 in front of the theater?
W: I think it’s too early.
M: Then let’s meet at 1:50.
W: Okay. See you then.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찾아갈 곳의 위치를 고르세요.

[Script]
M: Excuse me, where can I find children’s books?
W: They’re on shelf twelve.
M: Where is that?
W: Go to the computer desk and turn right.
M: Turn right, and then...?
W: Go straight to the Newspapers. It’s on your left.
M: Thank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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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cript]
W: Oh! Are you the famous writer David Kim?
M: Yes, I am.
W: I’m very happy to meet you. I love your books.
M: I’m glad you like them.
W: May I take a picture with you?
M: Sure.

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Script]
M: Two umbrellas and one raincoat. Is that all?
W: That’s right. How much are they?
M: They are fortyfive dollars.
W: Here is fifty dollars.
M: Thank you. Here’s you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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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세요.

[Script]
W: Number one
M: What are you doing?
W: I’m washing the dishes.

W: Number two
M: May I take your order?
W: Yes. I’d like to have a steak.

W: Number three
M: Please sit here.
W: Thank you very much.

W: Number four
M: How do you want to send this letter?
W: By airmail, please.

W: Number five
M: Can you clean the door, please?
W: No problem.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cript]
(Telephone rings.)
M: Hello! This is East Middle School.
W: Hello. This is Sally Brown’s mom. May I speak to Mr. Roy, please? 
M: Sorry, he’s not in now. May I take a message?
W: Yes. Sally cannot go to school today because she’s sick.
M: Okay. I’ll tell him when he comes back.
W: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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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cript]
M: Julie, did you see Tom today?
W: No, he’s in hospital now.
M: What happened to him?
W: He broke his leg yesterday.
M:                                     .

10.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cript]
W: Hi, Matt! What are you doing?
M: I’m doing my science homework. Did you finish yours?
W: Oh! I totally forgot.
M: I think you should start right now. We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morning.
W:                                     .

ANN: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11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