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4. 9. 17.(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2】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① I’m on the first floor in the lobby.

② I’d like to know how big the museum is.

③ I’ll go to the information desk and get a museum map.

④ I’ll ask the staff what time the museum closes.

⑤ I’m interested in photography and visual arts.

2. ① He only wants blue. Then, can I just get a refund?

② I’ll take it.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③ I’d like to buy a shirt for my nephew.

④ Both are great. Can I try on both of them?

⑤ I’m sorry. The black one is too small for him.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근력 강화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② 신체에 무리가 적은 운동이 아침 운동으로 좋다.

③ 부상 예방을 위해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④ 아침 운동은 일과 중에 피곤함을 야기하므로 피해야 한다.

⑤ 아침 운동은 학업 성적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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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전 복구 예정 시간을 공지하려고

②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설명하려고

③ 정전 시 필요한 손전등 배부를 안내하려고

④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출 시 소등을 당부하려고

⑤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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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길 잃은 고양이를 위한 먹이 상자 설치 배경

② 길 잃은 고양이 개체 수 감소 원인

③ 상설 무료 급식소 운영 방안

④ 주택가 쓰레기 무단 투기의 심각성

⑤ 노숙자를 위한 봉사 활동 확대의 필요성

【6-7】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6. 도마뱀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언급된 것을 고르시오.

① 남극권 ② 주택가 주변 ③ 초원지대

④ 바다 ⑤ 고산지대

7. 놀라운 특징을 가진 도마뱀의 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물위를 달릴 수 있는 도마뱀

② 자신의 몸길이보다 더 긴 혀를 갖고 있는 도마뱀

③ 공격을 받을 때 눈에서 피를 뿜는 도마뱀

④ 날개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활강을 하는 도마뱀

⑤ 몸길이가 3미터가 넘는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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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장－직원 ② 의사－환자 ③ 교수－학생

④ 화가－모델 ⑤ 편집자－작가

9.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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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책상 열쇠 찾아 주기 ② 노트북을 찾아 가져다 주기

③ 발표 자료 읽고 수정해 주기 ④ 발표 내용에 대해 조언해 주기

⑤ 발표 자료 스캔해서 보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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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아노 연주하기 ② 합창 대회 참가하기

③ 결혼식 축가 부르기 ④ 합창단 지휘자 섭외하기

⑤ 바이올린 연주자 알아보기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학생 시상식에 교장 선생님을 초대하려고

② 학생 조퇴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③ 자원 봉사 활동 일정을 알려 주려고

④ 수상 관련 공문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⑤ 표창장 수상자의 신상에 대해 문의하려고

13. 다음을 듣고, 피사의 사탑에 관한 정보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종의 수 ② 높이 ③ 면적

④ 계단의 수 ⑤ 기운 각도

1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60 ② $70 ③ $80 ④ $100 ⑤ $110

15. 대화를 듣고, 9월부터 고등학생 한 명이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최대

권수와 최장 대출 기간을 고르시오.

① 7권－ 5일 ② 7권－ 10일 ③ 10권－ 10일

④ 10권－ 15일 ⑤ 20권－ 15일

16. Smartglass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다음 달에 처음으로 출시된다.

② 음성 명령을 통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③ 빛의 밝기에 따라 렌즈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④ 터치패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⑤ 업데이트는 매달 진행된다.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할 과목을 고르시오.

Summer Science School

Subject Level Day / Time

① Biology Basic Mon. & Wed. 2:00 p.m.-3:30 p.m.

② Biology Intermediate Tue. & Fri. 10:00 a.m.-11:30 a.m.

③ Chemistry Intermediate Mon. & Wed. 2:00 p.m.-3:30 p.m.

④ Chemistry Advanced Tue. & Fri. 10:00 a.m.-11:30 a.m.

⑤ Physics Intermediate Mon. & Wed. 2:00 p.m.-3: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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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18. ① I’d like to talk to you face to face.

② I’m really poor at painting pictures.

③ That’s not my favorite animation character.

④ My skin is too sensitive, so I can’t do that.

⑤ I don’t know where I can buy any face paint.

19. ① Right. I should try to use it less.

② It would be helpful to relieve the pain.

③ How about learning how to play badminton?

④ I think jogging i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⑤ Just choose a smartphone with a bigger screen.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ack이 Alic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hat do you think of the school budget cuts?

② Have you planted some vegetables in your garden?

③ Do you have any ideas about how to get more students to donate?

④ Why don’t you run for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⑤ Will you donate some winter vegetable s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