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3. 4. 17.(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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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시오.

① Sure, that sounds fine. ② No, I don’t eat salmon.

③ No, I’ll order right now. ④ Okay, I’ll treat you this time.

⑤ Yes, pasta is my favorit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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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시오.

① You look a bit under the weather.

② You didn’t say anything for two days.

③ I’ll continue to work after the rain stops.

④ It’ll be rainy for the next couple of days.

⑤ It took so long to restore the rai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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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Right. I keep making the same mistakes.

② Thanks. I hope I do a great job on stage.

③ For sure. I can do everything that you want.

④ Wow! What a great dance performance you did!

⑤ All right. Let’s practice together starting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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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돗물 단수에 대해 공지하려고 ② 야간 세탁 자제를 당부하려고

③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려고 ④ 수돗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려고

⑤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려고

5.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명의 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③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④ 인터넷 상의 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무분별한 웹사이트 회원 가입은 개인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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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독감 예방 방법 ② 독감의 종류별 증상

③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 ④ 독감 감염 시의 대처 방안

⑤ 겨울철 위생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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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숙면을 취하는 방법 ② 늦잠을 초래하는 생활 습관

③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④ 과도한 수면의 부정적인 영향

⑤ 올바른 수면 자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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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bank manager － teller ② salesperson － customer

③ school staff － student ④ coach － soccer player

⑤ professor －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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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시오.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visit the vet ② to prepare a meal

③ to wash the dog ④ to feed the puppy

⑤ to take a walk with his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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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to teach her French ② to lend his notebook to her
③ to comment on her rehearsal ④ to join the school orchestra
⑤ to prepare for the exam together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어서 ② 판매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③ 큰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서④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13. 대화를 듣고, Alan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대학 때 잡지를 편집했다. ② 대학 졸업 후 한국에 갔다.
③ 한국에서 기자로 일했다. ④ 한국에 관한 기사를 썼다.
⑤ 라디오 방송국에서 근무했다.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70 ② $95 ③ $120 ④ $140 ⑤ $155

【15-16】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promote a package tour to Korea
② to organize a summer language camp
③ to inform students of a pre-college course
④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a campus tour
⑤ to advertise a camp for overseas Korean youths

16. 남자가 말하는 행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여름에 5일간 실시된다. ② 두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③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④ 활동 모습이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⑤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한 자전거를 고르시오.

Jeje’s Bike World

Type Number of Speed Gears Price

① Mountain Bikes 30 $760

② Mountain Bikes 24 $485

③ Mountain Bikes 15 $360

④ Cruising Bikes 21 $250

⑤ Cruising Bikes 15 $149

18.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ertainly. I’ll deliver a speech.
② You’ve got the wrong number.
③ Okay. I’ll drop by your place then.
④ Just send the parcel by express mail.
⑤ Thanks for dropping it off at the office.

19.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wondering how I can get there.
②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join our club.
③ That’s a great idea! Let’s take a break.
④ It’s kind of you. I’ll email the design to you soon.
⑤ Thanks. Put up these around the cafeteria, please.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Julie가 Ton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ulie: Ton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hen will you return my textbook?
② were you able to log on with that password?
③ you should make your password more difficult.
④ why don’t you tell me what these numbers are for?
⑤ I think you sent your password to the wrong per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