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2. 9. 19.(수) 시행 제2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케이크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explorer － novelist ② TV producer － reporter

③ photographer － model ④ movie director － novelist

⑤ weather forecaster － reporter

3.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물들의 다양한 월동 준비 방법

② 기후 변화가 동물 번식에 미치는 영향

③ 동물들이 극심한 기후에 대처하는 방법

④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동물들의 분포 변화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선물 포장하기 ② 사진 파일 찾기

③ 사진첩 주문하기 ④ Jessica에게 편지 쓰기

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설치하기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옮겨가게 될 방의 번호를 고르시오.

① 1219 ② 1319 ③ 1415 ④ 1426 ⑤ 1528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 대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도서관 폐관 시간을 늦추어야 한다.

③ 무인 도서 대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④ 1인당 도서 대출 허용 권수를 늘려야 한다.

⑤ 온라인 도서관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7. Albert Sleepover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② 그림 그리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③ 아침식사와 침낭이 제공된다.

④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예약이 시작된다.

⑤ 8세에서 15세의 어린이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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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to recommend a good editor

② to give comments on his paper

③ to send the paper to his co-author

④ to write an article for the medical journal

⑤ to correct his co-author’s name in the paper

9. 다음을 듣고, Hay Street Mall의 금요일 영업 종료 시각을 고르시오.

① 5 P.M. ② 6 P.M. ③ 9 P.M. ④ 10 P.M. ⑤ 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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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버스 ② 캠프장 ③ 영화관 ④ 서점 ⑤ 지하철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신청할 수업을 고르시오.

Class Schedule of This Month

Class Day Time

① Oil Painting Monday 5 P.M. - 6 P.M.

② Chinese Monday 6 P.M. - 7 P.M.

③ B-boy Dance Thursday 7 P.M. - 8 P.M.

④ Robot Building Friday 4 P.M. - 5 P.M.

⑤ Science Experiments Friday 7 P.M. - 8 P.M.

LH Lakehills Community Center

12.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과할 때 유의할 점 ② 관용적인 태도의 필요성

③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법 ④ 책임감 있는 태도의 중요성

⑤ 효과적인 사과 편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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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동식물의 특징 ②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③ 극지방의 탐사 계획 ④ 북극의 환경오염 문제

⑤ 남극과 북극의 형성 과정

15. 대화에서 북극(Arctic)에서 사는 동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polar bear ② white fox ③ reindeer ④ krill ⑤ wal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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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es, I’m sure an interested person will contact you.

② Sure. You’ll find a band that you can play with.

③ Yes. I once played the guitar in a rock band.

④ Why don’t you borrow a guitar from Todd?

⑤ Of course! You’ll do better at the concert.

17.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ll send the repair man as soon as possible.

② I don’t think making that sound is a good idea.

③ I’ll show you a newer model of this photocopier.

④ Don’t worry. The sound will gradually disappear.

⑤ You should double the amount of paper in th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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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ll tell you why that course is closed.

② Foreign languages are always difficult to learn.

③ I recommend that you take the advanced course.

④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to use our facilities.

⑤ There are lots of clubs where you can practice Korean.

19.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ell, hard work was the key to winning the contest.

② My mom didn’t allow me to join the competition.

③ Preparation for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④ Wow! You must be really good at spelling.

⑤ I should have studied in that way.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r. Collins가 Dian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r. Collins: Dian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t’s time to start practicing.

② I like the song you chose very much.

③ you need to fill out this application first.

④ you should rest your voice for a few days.

⑤ congratulations on being a member of the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