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고2)

2011. 9. 21.(수) 시행 제2학년 반 번 이름

Trip to the Botanical Gardens

① Date: Friday, April 17 ② Transportation: Bus ③ Departure: 7:30 a.m.

④ Food: Provided ⑤ Cost: 5,000 won

1. 대화를 듣고, 안내장의 표지 디자인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joyful → satisfied ② excited → relieved

③ anxious → delighted ④ bored → anticipating

⑤ nervous → disappointed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① book signing ② bookstore opening ③ book review

④ book donation ⑤ book award ceremony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을 고르시오.

① to find the key ② to install the doorlock

③ to set the table ④ to bring the manual

⑤ to change the combination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27 ② $30 ③ $33 ④ $35 ⑤ $38

6. 다음 교내 방송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폭설로 인한 휴교를통보하려고 ② 응급대피소위치를 안내하려고

③학교 내주차를 전면 금지하려고 ④ 눈길위 운전요령을 교육하려고

⑤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것을알리려고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인터뷰를 위해 가져갈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이력서 ② 성적증명서 ③ 추천서 ④ 포트폴리오 ⑤ 신분증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디자이너 - 모델 ② 옷가게 주인 - 점원 ③ 배우 - 스타일리스트

④ 카메라맨 - 감독 ⑤ 세탁소 주인 - 고객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극장 ② 기차역 매표소 ③ 휴대폰 서비스센터

④ 기차 안 ⑤ 지하철 승강장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오늘 수업에 늦은 이유를 고르시오.

① 교실을 잘못 찾아가서 ② 수업시간을 착각해서

③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④ 선생님과의 상담 때문에

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느라고

11. 다음을 듣고, 남자가 안내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게를 방문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새 옷을 주문하려고 ② 구입한 옷을 수선하려고

③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④ 외상으로 산 옷값을 지불하려고

⑤ 구입한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려고

13. 대화를 듣고, 영화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3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②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③ 개봉 당시 대중의 큰 인기를 끌었다.

④ 주연배우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⑤ 영화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할 음식을 고르시오.

Pasta Sauce Extra Ingredients

① Spaghetti Tomato Crab, Mushroom

② Macaroni Tomato Bacon, Shrimp

③ Spaghetti Cream Bacon, Mushroom

④ Macaroni Cream Crab, Bacon

⑤ Macaroni Cream Crab, Shrimp

1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6～17]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

① Sure, every dog has its day.

② You know, “No pain, no gain.”

③ That’s right. Walls have ears.

④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⑤ We just don’t see things eye to eye.

17. W:

① Today’s movie-goers enjoy advertising.

② Making a TV documentary is worth trying.

③ Yes, film-makers are really in trouble these days.

④ I agree. We need to send more doctors to Africa.

⑤ Great, that will be the topic of my next class then.

[18～19]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

① It isn’t easy to design a leaflet.

② How can I take part in the event?

③ Tell me what you need for the bazaar.

④ Sure. I’ll attend the English camp, too.

⑤ That’s great. Can you bring them tomorrow?

19. M:

① That’s right. My phone needs repairing.

② This unkind service is driving me crazy.

③ I should have read the manual more carefully.

④ I agree with you. I’ll go to the service center.

⑤ Don’t be so harsh on yourself. It’s not a big deal.

20. 다음을 듣고, Minsu가 Kat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insu:

① I am very disappointed that you lied to me.

② Our trip to the museum was fun, wasn’t it?

③ I heard you went to the museum without me.

④ It was too cold to watch a baseball game last night.

⑤ When you were playing baseball, you looked so hap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