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6. 4. 20.(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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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Sorry. I ruined it by accident.

② Don’t worry. You’ll be okay soon.

③ Thank you. You were a huge help.

④ Good idea. I’m free after 5 o’clock.

⑤ Well, she got out of the hospital las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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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I don’t think it’s over yet. ② I’m afraid I can’t deal with it.

③ Thanks! I never expected this. ④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⑤ Give me time to clean this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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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Check if the company can track it down.

② I texted you the message by mistake.

③ Thank you for your quick response.

④ The package was returned to me.

⑤ Is it okay if I send it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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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눈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방법 ②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

③ 시력에 대한 잘못된 건강 상식 ④ 정기적인 시력 검사의 필요성

⑤ 운동 시 안경 착용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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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극 단원 추가 모집 일정을 안내하려고

② 셰익스피어의 연극 작품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③ 학교 연극 동아리 개설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④ 연극 학교 입학 자격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⑤ 청소년 연극 축제 참여를 독려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만화 그리기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준다.

② 만화를 통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③ 만화책 읽기는 상식을 쌓는 데 효과적이다.

④ 만화는 학생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준다.

⑤ 만화책 읽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입상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②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려하는 대회를 늘려야 한다.

③ 대회의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은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⑤ 대회 결과는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54 ② $ 81 ③ $ 90 ④ $ 135 ⑤ $ 150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안경 골라주기 ② 식료품 사다주기

③ 수영 강좌 등록해주기 ④ 농구 관람권 구입해주기

⑤ 동아리 모임에 데려다주기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내일 오후에 여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갈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시험공부를 해야 해서 ② 스케이트 강습이 있어서

③ 엄마와 쇼핑을 해야 해서 ④ 자전거 수리를 해야 해서

⑤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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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무대 감독－가수 ② 방송 진행자－작곡가

③ 신문 기자－피아니스트 ④ 지휘자－오케스트라 단원

⑤ 음반 제작자－바이올리니스트

13. 대화를 듣고, Skydiving Package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연령 제한 ② 비디오 촬영 ③ 교통 편의 ④ 할인 행사 ⑤ 총 지불금액

14. Chichester Outdoor Film Festival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4월 30일에 열린다. ② 입장은 무료이다.

③ 가족 영화를 상영한다. ④ 팝콘을 시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⑤ 비가 오면 영화 상영이 취소된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여행 가방을 고르시오.

Suitcases on Sale

Model
Size
(inches)

Material Color

① A 20 fabric blue

② B 24 hard-shell gray

③ C 24 fabric gray

④ D 28 hard-shell blue

⑤ E 28 fabric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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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We should not push back the date of his birthday party.

② Of course, he’ll be moved by such a special present.

③ You should find out when the event will be held.

④ I hope that you don’t forget your dad’s birthday.

⑤ I don’t know where to study music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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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My pleasure. But it was you who did all the work.

② Right. You’ve participated in many contests.

③ Don’t be disappointed. You did your best.

④ Thank you for joining us in the contest.

⑤ I’m sorry. I wasn’t available then.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Linda가 David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m sorry to hear that your laptop is out of order.

②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stay up late at night.

③ You ought to delete unnecessary files as often as possible.

④ Do you want me to give you a ride to a computer repair shop?

⑤ Why don’t you use my laptop to finish your homework tonight?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이사 시 집안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요령

② 이사 전 기부를 통한 쓰지 않는 물품의 처리

③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 구입 시 주의할 점

④ 유행이 지난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

⑤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20. 여자의 말에서 언급된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sofa ② clothing ③ toys ④ desks ⑤ compu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