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4. 4. 16.(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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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 ① I like the smell of baking cookies.

② That’s why I really like baking cookies.

③ I prefer chocolate cookies to almond cookies.

④ I’ll give you a nice cup of tea and some cookies.

⑤ I’m sorry, but I don’t know how to bake cookies.

2. ① It’s true. That’s why I go to school on time.

② Good idea. I can’t wait to learn how to swim.

③ I can get to work in time if I leave home early.

④ It wasn’t easy at first, but I’ve gotten used to it.

⑤ The sports center is the perfect place for swimming.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방을 혼자 쓰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② 방을 함께 쓰면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된다.

③ 룸메이트와 생활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④ 룸메이트는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방을 함께 쓸 때 상대에게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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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전거 도난 방지 방법을 안내하려고

② 자전거로 등교하기 캠페인을 홍보하려고

③ 환경 보호를 위해 걷기 운동을 권장하려고

④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⑤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려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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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족관 관람 시 유의사항 ② 공중전화 박스 재활용 방안

③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 요령 ④ 공중전화 설치 비용 절감 방법

⑤ 인터넷 무료 서비스 이용 절차

【6-7】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6. hemlock에 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다.

② 파슬리와 유사하게 생겼다.

③ 완전히 성장했을 때 가장 독성이 강하다.

④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다.

⑤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다.

7. hemlock의 독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언급된 것은?

① 구토 ② 경련 ③ 피부 발진 ④ 호흡 곤란 ⑤ 의식 상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library ② bookstore

③ classroom ④ school cafeteria

⑤ math profess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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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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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축제 전단 배부해 주기

② 축제 당일 일정 알려 주기

③ 축제 홍보 포스터 제작해 주기

④ 축제 전단 디자인에 관한 의견 수렴해 주기

⑤ 축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이너 섭외해 주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요청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콘서트 일정 조정하기

② 방청객에게 후렴구 연습시키기

③ 녹음을 위한 스튜디오 예약하기

④ 인터넷에 콘서트 동영상 탑재하기

⑤ 방청객에게 음악 CD 무료로 나눠주기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시무룩해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기말 시험이 부담되어서 ②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서

③ 아버지와 의견이 달라서 ④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어서

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 못해서

13. 다음을 듣고, 119편 비행기를 탈 승객이 가야 할 탑승구를 고르시오.

① Gate 10 ② Gate 13 ③ Gate 16 ④ Gate 18 ⑤ Gate 24

1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20 ② $30 ③ $50 ④ $60 ⑤ $100

15. 대화를 듣고, 세미나 행사 준비 사항 중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무대 조명 ② 냉방 시설 ③ 행사 현수막

④ 무선 마이크 ⑤ 컴퓨터와 프로젝터

16. Scholarship Night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학교 강당에서 5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② 2주 전에 초대장이 발송될 것이다.

③ 장학금 수혜자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

④ 졸업반 학생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⑤ 행사 후에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것이다.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할 e-album을 고르시오.

Make Your Own E-album!

Frame
Text

Insertion
Maximum

Number of Pages

① Flowered × 40

② Flowered 60

③ Simple-lined × 60

④ Simple-lined ○ 100

⑤ Simple-lined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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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8. ① Okay. I’ll work out at the gym.

② Well, studying Spanish pays off.

③ Yeah, I can’t wait for the vacation.

④ I know. We’ll make a summer plan.

⑤ All right. I’ll give it a try right away.

19. ① Sorry. You can’t purchase that book online.

② Unfortunately, those books are already sold out.

③ Sure, they buy used books at a reasonable price.

④ Don’t worry. You can save a lot by buying used books.

⑤ Trust me. They sell not only books but also other items.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Sally가 삼촌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re you satisfied with your new shoes?

② Can you repair some elderly men’s shoes?

③ I’ll apply this onto the old person’s shoes.

④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nursing home?

⑤ I’d like to know who the best shoemaker is in t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