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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5. 9. 17.(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1-3】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es. It can seat up to thirty people.
② No. The seminar has been canceled.
③ Well, it was difficult to make a reservation.
④ I’m sorry. All the rooms are already booked.
⑤ We didn’t invite that many people to the seminar.
2. ① I wish I could get straight A’s next time.
② You’ll be a good scholar in the near future.
③ I’ll donate some money for a scholarship fund.
④ I can’t get it this year since I won it last year.
⑤ Somebody else will replace me while I’m away.
3. ① Not really. Our city offers nice bicycle lanes.
② I didn’t expect it’d take so long to get to work.
③ Of course not. That’s why I go to work by car.
④ Yes. Riding a bicycle is also good for your health.
⑤ So I told you to keep the traffic safety rules in mind.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② 체형에 맞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건강을 위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④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 사무실 가구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물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② 동물원 사육사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③ 동물원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고
④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려고
⑤ 동물원 사육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을 조언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올림픽 시상식 장면이 주는 감동
②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감
③ 메달 획득을 향한 운동선수의 노력
④ 휴대전화 소유 여부에 따른 만족감
⑤ 결과를 중시하는 스포츠 문화의 폐해
【7-8】시험공부 방법에 관한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7. 가장 효과적인 시험공부 방법으로 Kent 주립 대학 연구자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고르시오.
① 스스로 시험 보기, 반복해서 읽기
② 스스로 시험 보기, 학습 시간 분배하기
③ 요약하기, 기억 전략 사용하기
④ 요약하기, 학습 시간 분배하기
⑤ 중요 부분 표시하기, 반복해서 읽기
8. 가장 효과적인 시험공부 방법에 대해 주의할 점으로 언급된 것을 고르시오.
① 낮은 연령의 학생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② 단기간에 학습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③ 동기 부여가 안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④ 체력이 약한 학생에게는 효과가 작을 수 있다.
⑤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9.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이름 _________________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수영 강사－ 수강생
② 보건 교사－ 학생
③ 물리치료사－ 환자
④ 축구 선수－ 감독
⑤ 여행사 직원－ 관광객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케이크 주문하기
② 생일 축하 카드 만들기
③ 풍선으로 사무실 장식하기 ④ 동료들에게 메시지 보내기
⑤ 비디오카메라 빌리러 가기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봉사활동 날짜 알아보기
② 환자들에게 책 읽어주기
③ 병원에 아동용 도서 기부하기 ④ 이메일로 동영상 파일 보내기
⑤ 어린이들에게 동영상 보여주기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한 청소기를 교환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소음이 심해서
② 바퀴에 문제가 있어서
③ 먼지 흡입력이 약해서
④ 최신형 모델이 아니어서
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4. Bouvet Island에 관한 다음 설명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사람이 살지 않는 화산섬이다.
② 중심부에 얼음으로 가득 찬 구멍이 있다.
③ 빙하가 남쪽과 동쪽 해안을 가로 막고 있다.
④ 항구가 없어 헬리콥터를 이용해 들어가야 한다.
⑤ 매우 추운 날씨 때문에 이끼조차 살지 못한다.
1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1,020 ② $1,200 ③ $1,220 ④ $1,240 ⑤ $1,420
1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찾아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inquire how to learn a foreign language
② to get advice on which country to study in
③ to ask her to give him feedback on his paper
④ to request that she write a recommendation letter
⑤ to get an application form for a student exchange program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영화를 고르시오.
10.

Asian Film Festival

Title

Day / Time

Country

Genre

① Scary Night Saturday / 10 a.m. Japan Horror
② Moonlight Lovers Saturday / 2 p.m. Japan Romance
③ Funny Guys Sunday / 10 a.m. China Comedy
④ Haunted Cabin Sunday / 10 a.m. India Horror
⑤ A River Flows Sunday / 2 p.m. India Romance
【18-19】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ve already paid for shipping the car seat.
② Some items might be sold out. You should hurry.
③ You have to find out if the online sites are reliable.
④ Thanks for recommending an overseas shopping site.
⑤ You should always use a car seat so your baby is safe.
19. ① Certainly! You should clean your ears often.
② You should keep your medicine in a safe place.
③ That’s why I told you not to overuse that medicine.
④ Antibiotics can weaken your body’s natural healing power.
⑤ But if you don’t take them all, the infection may come back.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Emma가 Mr. Jone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ould you recommend a college student to me?
② What should I do to be a good career counselor?
③ Is it really rewarding for you to work as a mechanic?
④ Could you help me decide what to do after graduation?
⑤ Can I make an appointment with you for this Tuesday?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