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3】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① Can I give it back to you tomorrow then?

② Thanks. I really needed your help this time.

③ Don’t worry. I’ll have the video camera fixed.

④ Really? I hope you can pass the science test.

⑤ Wow! How did you finish the project so soon?

2. ① Yes. I’ve been there for two years.

② No. I stay in Boston during the week.

③ Not at all. I’ll give you a ride to work.

④ Well, learning to drive doesn’t take long.

⑤ Sure. I’m thinking of moving to this city.

3. ① Then, I’ll watch the volleyball game on TV.

② I don’t understand why you blame me for it.

③ It was really fun. Let’s do it again next time.

④ I’m sorry for the mistake. I’ll try to do better.

⑤ Okay, but don’t laugh at me if I make mistakes.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문제를 풀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좋다.

② 발표는 대인공포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③ 교사의 설명 전에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④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이다.

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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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박물관 이전 계획을 안내하려고

② 박물관 관람 규정 준수를 당부하려고

③ 시의 박물관 예산 증액을 건의하려고

④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

⑤ 박물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열 기구의 올바른 보관 요령

② 자외선 과다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

③ 피부 습진과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

④ 실내 난방 기구 고장 시 임시 난방법

⑤ 전열 기구로 인한 화상의 발생 가능성

【7-8】수면 부족에 관한 다음 방송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7.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된 것을 고르시오.

① 근무 시간 ② 운동량 ③ 식단 ④ 통근 거리 ⑤ 수면 환경

8.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고르시오.

①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② 카페인 섭취량 줄이기

③ 업무 시작 시간 늦추기 ④ 취침 전 가벼운 운동하기

⑤ 일과 중 휴식 시간 늘리기

9.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proud ② curious ③ worried ④ envious ⑤ disappointed

10.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채소 씨앗 심기 ② 연회비 납부하기

③ 홍보 포스터 게시하기 ④ 전시회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

⑤ 동아리 회원용 티셔츠 가져오기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팸플릿 제작하기 ② 리허설 장소 섭외하기

③ 홍보 포스터 부착하기 ④ 작년 후원 업체에 연락하기

⑤ 포스터 제작 후원자 알아봐주기

13.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하이킹을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②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③ 병원 진료 예약을 했기 때문에 ④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⑤ 여동생 병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14. Jojoba에 관한 다음 설명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기름 추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재배된다.

② 건조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③ 잎은 일 년 내내 사슴의 먹이가 된다.

④ 정제된 기름은 아름다운 색을 띤다.

⑤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1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행사에 송금할 계약금을 고르시오.

① $14 ② $16 ③ $20 ④ $28 ⑤ $30

16. 대화를 듣고, 발표 준비에 관해 여자가 제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ask the teacher for help

② to establish each person’s role

③ to change the topic of the presentation

④ to meet each other regularly to prepare

⑤ to make changes to the presentation slides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캠핑 프로그램을

고르시오.

Fun Beach Camping

Program Activities
Rate

per Person
Lunch

① A Fishing & Digging Clams $60 Not included

② B Fishing & Digging Clams $80 Included

③ C Fishing & Sand Castle Contest $40 Not included

④ D Digging Clams & Sand Castle Contest $40 Not included

⑤ E Digging Clams & Sand Castle Contest $60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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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8.① I can solve history questions by myself.

② I record the lectures first, and take notes later.

③ By reviewing the notes, I can get a good grade.

④ With the professor’s help, I can enroll in his class.

⑤ Thanks to this notebook, I’ll be able to pass the exam.

19. .① I see. Could you call a repair person to fix it for me?

② Well, which program should I use to correct this chart?

③ Don’t worry. I got a comprehensive eye exam last week.

④ I don’t think so. Working with a computer is more efficient.

⑤ All right. I’ll adjust the computer display settings right now.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ames가 Ms. Adam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re you recruiting a chemistry teacher?

② Is there a study room available on Wednesdays?

③ What day would be the best for our group study?

④ Is it true that the chemistry class will be canceled?

⑤ Could you recommend a book on advanced chemistry?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5. 4. 16.(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