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7. 9. 20. (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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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nother company offered me a job.

② Sales proposals have been submitted.

③ The job market has been competitive.

④ Their job training program is finally over.

⑤ My interview didn’t go as well as I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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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I’d like to gift-wrap the package.

② Well, I didn’t get my package yet.

③ Sorry, but I forgot to send it to you.

④ I use the delivery service quite often.

⑤ Okay. Please leave it at the securi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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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Well, I must have been late.

② All right. I’ll be right with you.

③ Sure, the school is closed today.

④ Don’t bother. I’ll do that for you.

⑤ No, I don’t need a driver’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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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 ② 훌륭한 운동 코치의 자질

③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방법 ④ 부상 시 즉각적 치료의 중요성

⑤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운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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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음악 발표회 참관을 독려하려고

② 스쿨버스 노선 변경을 안내하려고

③ 학부모 모임 개최 일정을 설명하려고

④ 학교 주변 도로 공사 완료를 공지하려고

⑤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은퇴 후에는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다.

② 은퇴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③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④ 시골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⑤ 노년기에는 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이론 교육에는 강의식 수업이 효과적이다.

② 현장체험학습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③ 교사는 토론식 수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디자인 수업이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⑤ 다양한 학습 보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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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사－환자 ② 연극배우－관객

③ 뮤지컬 감독－배우 ④ 보컬트레이너－음향기사

⑤ 공연기획자－의상 디자이너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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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쿠키 만들기 ② 악기 운반하기 ③ 병원 데려다주기
④ 콘서트 예약하기 ⑤ 바이올린 연주하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책을 사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미술 수업 교재여서 ② 특별 할인 기간이어서
③ 조카에게 선물로 주려고 ④ 작가의 친필 사인이 있어서
⑤ 삽화가가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180 ② $ 190 ③ $ 200 ④ $ 220 ⑤ $ 230

13. 대화를 듣고, Youth Filmmaker Workshop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행사 기간 ② 참가 비용 ③ 지도 강사
④ 등록 장소 ⑤ 교육 내용

14. English presentation contest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발표 주제는 환경보존이다.
② 그룹 참여는 가능하지 않다.
③ 발표 시간은 5분까지이다.
④ 동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적절한 제스처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회의실을 고르시오.

Conference Rooms

Room Capacity Available day Rate

① Rose 80 Monday to Saturday $ 350

② Lilac 120 Monday to Friday $ 400

③ Daisy 120 Monday to Saturday $ 450

④ Tulip 150 Monday to Friday $ 500

⑤ Lily 150 Monday to Saturday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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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bsolutely. I promise I’ll be at your wedding.
② I see. I’ll choose the hair shop you recommend.
③ Sorry, you need more training on trimming hair.
④ Thank you anyway. I’m fine with my hair color.
⑤ Sure, I’ll ask my daughter to change her hai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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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Sure. In winter we turn off the refrigerator.
② All right. At least we can call him and ask.
③ Correct. Taking a risk is a recipe for disaster.
④ Me, too. Frozen food is very convenient for us.
⑤ I agree. The price of electronics is going down.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Stephanie가 Ry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here can we buy the tickets for the old castle?
② I suggest you give up the plan to visit the castle.
③ Why don’t we split up and go to our preferred places?
④ You shouldn’t have spent too much time at the museum.
⑤ How about visiting the museum before visiting other places?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전화 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려고
② 전화 금융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③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려고
④ 전화 금융 사기 피해 급증 원인을 설명하려고
⑤ 전화 금융 사기 범죄자 신상 정보를 제공하려고

20.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무료 여행 ② 대출 제안 ③ 자선 모금
④ 투자 기회 ⑤ 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