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2. 9. 20.(목) 시행 제3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화분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lawyer － client ② teacher － teacher

③ historian － linguist ④ counselor － reporter

⑤ professor － applicant

3.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입 냄새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혀를 닦는 것이 좋다.

③ 입 냄새는 질병의 증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④ 만성 질환 환자들은 구강을 더욱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⑤ 위생적인 구강 관리를 위해 정기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휘 연습하기 ② 춤 연습하기 ③ 공연 관람하기

④ 노래 연습하기 ⑤ 초청장 보내기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임대비용과 회의실 임대기간을 고르시오.

① $ 1,170 ― July 14 to 18 ② $ 1,250 ― July 14 to 18

③ $ 1,650 ― July 14 to 18 ④ $ 1,250 ― July 7 to 11

⑤ $ 1,650 ― July 7 to 11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식당의 음식에 사용되는 소금의 양을 줄여야 한다.

②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식당 위생을 강화해야 한다.

③ 일일 권장 소금 섭취량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④ 식당들은 메뉴판에 영양 정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⑤ 식품의 영양 성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7. 다음을 듣고, Carolin Gallery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시립 도서관 내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② 전시실 대관 비용이 무료이다.

③ 아마추어 화가들도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④ 3월 23일부터 사진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⑤ 전시실 대관 신청은 개관일부터 가능하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judge the essays ② to give a presentation

③ to attend the conference ④ to arrange the contest schedule

⑤ to recommend an English teacher

9. 다음을 듣고, Future Planning Week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장학금 정보 ② 대학 입학 정보 ③ 해외 유학 정보

④ 대학 전공 관련 정보 ⑤ 고등학교 졸업 자격 정보

10.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부동산 ② 이삿짐센터 ③ 보험 회사

④ 가구 판매점 ⑤ 관리사무소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한 카드를 고르시오.

RICH BANK CARD CHOICES

Cards Annual Fee
Cashback
on Shopping

Movie
Discount

Rewards
on Gas

① Rich Top $30 ○ ○

② Rich Lady $15 ○ × ○

③ Rich Life $15 × ○ ○

④ Rich Gold $10 × ○ ×

⑤ Rich Silv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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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 도서 이용을 권장하려고

② 도서관 구매 도서 추천을 받으려고

③ 책 돌려 보기 운동 참여를 권유하려고

④ 온라인 도서관 이용 방법을 설명하려고

⑤ 온라인 서점의 회원 가입 방법을 안내하려고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15】대화를 듣고, 다음 두 질문에 답하시오.

14.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avajo 부족의 역사 ② Navajo 부족의 공예 미술

③ Navajo 부족의 장례 문화 ④ Navajo 부족의 민간 치료제

⑤ Navajo 부족의 종교적 치료 의식

15. 모래 그림(sand painting)에 사용되는 색깔 중 ‘행복’을 상징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red ② yellow ③ blue ④ black ⑤ white

【16-17】각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earlier.

② The problem is, I can’t get a sound sleep.

③ I don’t think taking a warm bath will work.

④ I advise you not to drink too much coffee at night.

⑤ I think you should avoid napping for a good night’s sleep.

17.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ure, I easily get bored, so I quit working out.

② No. Riding a bike isn’t as difficult as you think.

③ Well, that’s why I’ve tried different kinds of diet.

④ Yes, but to get in shape, persistence is essential.

⑤ You’re right. You can do indoor exercise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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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y don’t you text me while you’re on the bus?

② Don’t forget to call me as soon as school is over.

③ Keep your eyes on the road conditions while driving.

④ Cell phone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⑤ If you want to protect your eyes, you should stop doing it.

19.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Okay. I’ll take the role with the drama company.

② Could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it over?

③ You were right! Our musical was a great success!

④ I’d like you to recommend a good actress for the role.

⑤ Then why don’t you make a reservation for the ticket?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Susan이 아파트 관리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us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Let me pick up the package tomorrow.

② Don’t worry. I’ll do everything to keep it down.

③ Somebody is trying to break into my apartment!

④ Would you tell the upstairs neighbors to keep quiet?

⑤ I really appreciate your quick response to my req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