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3. 9. 25.(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 must have good eyesight.

② I learned about them in biology class.

③ Let’s go fishing after school tomorrow.

④ I didn’t know it was a dangerous species.

⑤ We need to be careful when touching the fish.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ere used to be a statue here.

② W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③ These days, I only use a digital camera.

④ Why don’t you buy postcards of them instead?

⑤ The camera museum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hy not? Let’s go to the meeting together.

② I’d like to, but eating food isn’t allowed here.

③ Sorry, but I’m busy. How about after school?

④ Sure. We can help students study during class.

⑤ Yes. I’m planning to launch a new design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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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업료 인상 사실을 알리려고 ② 과제 제출 일정을 공지하려고

③ 새로 개설된 강좌를 홍보하려고 ④ 수업용 웹사이트 변경을 안내하려고

⑤ 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독려하려고

5. 대화를 듣고, 여자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갑 속의 아기 사진은 분실한 지갑을 찾는데 효과적이다.

② 아기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다.

③ 그림 그리기는 아기의 지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④ 신용카드 분실 시 카드 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⑤ 많은 현금을 지갑 속에 소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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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별의 관측을 통해 우주의 생성 원리를 밝힐 수 있다.

② 우주에서의 새로운 통신 방법이 개발 중에 있다.

③ 별의 밝기와 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우주 과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⑤ 별이 내는 소리는 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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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토론 기술의 향상 방법 ② 토론 수업의 교육적 효과

③ 토론의 진행 방식과 절차 ④ 통계의 다양한 활용 방식

⑤ 실수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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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서관 ② 체육관 ③ 극장 ④ 교실 ⑤ 병원

9. 다음 도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갑 가져다 주기 ② 문자 메시지 보내기

③ 신용카드 대신 수령하기 ④ 신발 교환하기

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

오.

① 과제물 제출해 주기 ② 발표 요령 알려 주기
③ 발표 자료 제작해 주기 ④ 프로젝트 자료 조사해 주기
⑤ 말하기 대회 신청서 제출해 주기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②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③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④ 농산물 소비 증진에 기여하고 싶어서
⑤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13. Ritchie Valens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다. ② 5살 때 작곡을 시작했다.
③ 아버지의 권유로 기타를 배웠다.④ 고등학교 졸업 후 음악에 전념했다.
⑤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1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700 ② $800 ③ $900 ④ $1,000 ⑤ $1,100

【15-16】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mportance of using reliable data
② how body motions reflect feelings
③ scientific methods to examine fingerprints
④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violent crimes
⑤ personal identification through walking styles

16. 대화에서 언급된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CCTV 영상이 활용된다.
② 그림자도 활용될 수 있다.
③ 어느 각도에서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④ 은행에서 현재 보안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⑤ 휴대전화 도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한 축제를 고르시오.

Festivals Dates Programs

① Kingston Snow Festival January 1～8 skating & spa

② Vincent Ice Festival January 4～10 ice-fishing & spa

③ Castle of Ice Festival January 21～30 ice-fishing & skating

④ Phoenix Snow Flower Festival February 2～12 ice-fishing & skiing

⑤ Snowflake Festival February 8～20 skiing & skating

18.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e offer Internet service for free.
② I’ll take care of your room service soon.
③ There's an Internet café across the street.
④ I don’t know why the Internet isn’t available.
⑤ You can check the weather forecast in the lobby.

19.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think you should be honest with her.
② Okay. I’ll save money to pay her back.
③ Really? How did you find out the truth?
④ No, I can’t afford the concert ticket price.
⑤ Why don’t we go to the concert together?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ade가 Matthew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ade: Matthe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you teach me some Swedish?
② do you mind helping me find m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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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hat about taking a Swedish conversation class?
④ could you give me any tips on living in Sweden?
⑤ how often do you visit Sweden with your fam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