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2. 4. 25.(수) 시행 제2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안경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배관공－집주인 ② 배관공－공인중개사 ③ 집주인－세입자

④ 공인중개사－고객 ⑤ 환경미화원 － 아파트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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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각적 경험의 중요성 ② 오감을 발달시키는 방법

③ 미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④ 후각과 두뇌 발달과의 관계

⑤ 후각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사물함 신청하기 ② 열쇠 복사하러 가기

③ 목걸이 지갑 구매하기 ④ 분실물 센터 방문하기

⑤ 학생증 신청서 출력하기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알고 싶어 한 전화번호의 뒷자리 숫자를 고르시오.

① 1257 ② 1275 ③ 2267 ④ 2857 ⑤ 2867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교복의 디자인은 특별해야 한다.

② 졸업식에는 교복을 입는 것이 좋다.

③ 졸업식 복장은 학생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④ 옷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다.

⑤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교복을 입는 것이 좋다.

7. 다음을 듣고, 남자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을 고르시오.

① 시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② 노래와 이야기를 활용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③ 장난감과 인형이 보조 도구로 활용된다.

④ 10주간 그룹으로 진행된다.

⑤ 4세 미만의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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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고 검토하기 ② 초청강연 하기 ③ 학교 신문 보내주기

④ 학교 신문 원고 쓰기⑤ 신문기사 작성법 알려주기

9. 다음을 듣고, Alaska에서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고르시오.

① May 10 ② June 15 ③ June 21

④ July 15 ⑤ Septemb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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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구장 ② 헬스클럽 ③ 볼링장 ④ 탁구장 ⑤ 발레 연습실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예약할 객실을 고르시오.

Richmond Hotel Accommodation

Room Type Price View Internet Access

① Standard $100 Garden ×

② Standard $130 Ocean

③ Deluxe $150 Ocean ×

④ Deluxe $160 Ocean ○

⑤ Premier $200 Oc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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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휘자와 연주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② 신중한 태도는 음악적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③ 연주자는 청중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해내야 한다.

④ 지휘자는 연주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⑤ 연주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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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볼의 역사

② 소프트볼과 야구의 차이점

③ 소프트볼과 야구의 인기 비결

④ 소프트볼의 올림픽 공식 종목 채택 여부

⑤ 소프트볼이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

15. 대화에서 소프트볼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글러브의 크기 ② 배트의 두께 ③ 투구하는 자세

④ 경기장의 크기 ⑤ 팀당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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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m really proud of your good grade.

② Will you help me with math after class?

③ You’d better pay attention in your class.

④ A quick review is essential to learning math.

⑤ Well, you should have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17.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t’s why I did my homework last night.

② What I mean is, science is really important.

③ Make sure you save all the files you’ve made.

④ There are many free, online computer games available.

⑤ Just switch off your computer and do your homework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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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ure. I’ll let you know what the students want.

② Okay. Can I have a definite answer tomorrow?

③ Sorry, but the principal is on sick leave now.

④ Your viewers will find our story interesting.

⑤ I’ll do my best to make your field trip fun.

19.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atch out for the broken glass!

② You should keep an eye on your kids.

③ Well, we need to recycle glass bottles.

④ We’ll keep them for you until you leave.

⑤ We advise you not to use plastic containers.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ike가 도서관 사서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i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you help me search for the book on the Internet?

②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the book is returned.

③ Should I check the shelf where the book is located?

④ Can you recommend a book for me?

⑤ How many books may I check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