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평가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0 . 9 . 1 5 .(수 ) 시행 제2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relieved ② annoyed ③ lonely

④ apologetic ⑤ sympathetic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① 팝콘 ② 솜사탕 ③ 핫도그

④ 나초 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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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to eat together in the cafeteria

② to inform parents of test scores

③ to give a social studies presentation

④ to buy a world map at the bookstore

⑤ to tell the teacher a reason for being late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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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티에 초대하려고 ②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려고

③ 예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④ 직원 채용의 결과를 알리려고

⑤ 출장 뷔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to bring a ladder

② to make the masks

③ to hang the banner

④ to make a phone call

⑤ to pick up the broch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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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부모 - 담임교사 ② 학생 - 사진사

③ 방사선 기사 - 환자 ④ 영화감독 - 배우

⑤ 예비신부 - 촬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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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백화점 ② 회사 사무실 ③ 버스 안

④ 영화관 ⑤ 역내 대합실

10. 대화를 듣고, 대화 직후에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대리점 방문하기 ② 신분증 재발급받기

③ 신청서 내려 받기 ④ 팩스 문서 수신하기

⑤ 문자메시지 보내기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할 애견사료를

고르시오.

12. 대학 홍보 방송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직업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② 올해 연구실 세 개의 보수 공사를 마쳤다.
③ 기숙사 방마다 텔레비전과 에어컨이 갖춰져 있다.
④ 매해 2백만 달러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⑤ 돌아오는 토요일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를 개방한다.

1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시오.
① Still water runs deep.
② Better be safe than sorry.
③ Friends in need, friends indeed.
④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1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책을 구입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필수 과목의 수업 교재여서
②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해서
③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④ 엄마의 생일선물이 필요해서
⑤ 친구가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16～17]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Man:
① Oh, how can I return their help?
② So, they say, beauty is in the moment.
③ I agree. That’s why I respect the elderly.
④ No problem. I’ll pay attention to the announcement.
⑤ OK, I’ll bear embarrassment to give a helping hand.

17. Man:
① Why didn’t you submit the science report?
② We shouldn’t have wasted our time like that.
③ Maybe we can ask our teacher for more time.
④ Then you’d better prepare for the history test.
⑤ No worry. I’m sure you did well on the math test.

[18～19]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① I miss having someone around now.
② It’s much the same as my last apartment.
③ Well, the children next door are too noisy.
④ I’m glad to have someone I can talk to at home.
⑤ I just put up an online ad looking for a roommate.

19. Woman:
① Sure. They never confuse the two of us.
② Sometimes I wish I had no identical twin sister.
③ But I know my parents have treated us fairly.
④ Yes, they love going out with my sister and me.
⑤ I think you must have mistaken me for someone else.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ennifer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ennifer:
① I’m so proud of your polite behavior.
② School rules are a necessary evil for safety.
③ Friendship can develop by honoring each other.
④ For academic success, review what you learned.
⑤ Take ownership of the school and respect its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