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6. 9. 21.(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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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I hope you can watch it before it closes.

② It’s so interesting that I’ll watch it again.

③ He’s a hero who plays the violin very well.

④ It’s at the Victoria Theater on Main Street.

⑤ I couldn’t join you at the theater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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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Sorry, orders are backed up now.

② Thanks. Then, I’ll treat you next time.

③ Excuse me. May I bring you the check?

④ To be honest, it was a great experience.

⑤ Wow,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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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Then how about using the one in the director’s office?

② I don’t know the phone number of the repair person.

③ I’d like you to make three more copies of the report.

④ I can’t solve this math problem without your help.

⑤ Unfortunately, that coffee maker is out of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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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기 증상별 치료 방법 ② 소화불량의 원인 및 증상

③ 허브 차의 건강상의 효능 ④ 다도 예절 교육의 중요성

⑤ 허브의 종류 및 재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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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식료품점 개업을 홍보하려고 ② 채소 수확 시기를 알려주려고

③ 농산물 유통 과정을 설명하려고 ④ 원예 동호회 가입을 권유하려고

⑤ 신선한 과일 선별법을 안내하려고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공원 주차장 건설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②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진단을 해야 한다.

③ 공원 이용객을 위한 대중 교통편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④ 공원의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은 공원 관리에 어려움을 끼친다.

⑤ 기존의 공원 외에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

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② 반복학습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단순한 암기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④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31 ② $ 38 ③ $ 41 ④ $ 43 ⑤ $ 46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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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터뷰 대상자 선정하기 ② 특집 기사 작성자 구하기

③ 특집 기사 설문 응답자 모집하기 ④ 사진 동아리 신입 부원 교육하기

⑤ 인터뷰 사진 촬영할 사람 섭외하기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수강 신청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과목이 폐강되어서 ②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③ 다음 학기에 수강하려고 ④ 수업일이 일하는 요일과 겹쳐서

⑤ 초급 러시아어 과목을 듣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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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사－특강 강사 ② 잡지사 기자－요리사

③ 의류업체 사장－직원 ④ TV 쇼 사회자－건축가

⑤ 패션쇼 진행자－패션모델

13. 대화를 듣고, 헬스클럽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위치 ② 이용료 ③ 운동 기구

④ 운영 시간 ⑤ 신규 회원 혜택

14. Columbus Book Fair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② 올해는 시청에서 개최된다.

③ 20명이 넘는 작가들이 참여한다.

④ Frank Plaza에서는 공연이 열린다.

⑤ 오전부터 푸드 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매트리스 대여 서비
스를 고르시오.

Mattress Rental

Model Size
Period of Rental
(Months)

Mattress
Care Service

① A king 24 included

② B king 36 not included

③ C queen 24 included

④ D queen 36 included

⑤ E double 36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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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We really cannot afford that hotel package.

② Relaxing at the spa in a hotel is not for me.

③ I’m about to confirm the hotel reservation online.

④ The hotel has a reputation for having poor facilities.

⑤ Let’s talk with him before we book th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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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르시오.

① Right. We have to order a birthday cake from the bakery.

② Great! So we’ll be able to make the cake ourselves.

③ Well, the cake is different from the cake in the ad.

④ No problem. You can cancel the class if you want.

⑤ Thanks. It’s more delicious than I thought.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Natalie가 Greg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o problem. I’ll drive you to the hospital.

② Sure. You should decide where to go in Japan.

③ Okay. I’m willing to go to the meeting for you.

④ Of course. I’m about to report the traffic accident.

⑤ Yes. You can have more than five days off this year.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집중력 향상 방법 ② 환절기 건강 관리 요령

③ 효과적인 감정 조절 방법 ④ 효율적인 여가 활용 방안

⑤ 원만한 대인 관계 유지 방법

20. 언급된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면 ② 계획 ③ 식사 ④ 여행 ⑤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