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2)
2019. 4. 17. (수) 시행

제2학년 ____반 ____번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Don’t worry. I’ll be back by tomorrow.
② Right. It’s convenient living in a big city.
③ Same here. We can keep in touch, though.
④ Thanks. I’ll visit your dad’s company next time.
⑤ Sorry. I have to see my dad when the class is over.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ever mind. You’re healthy enough.
② Okay. Let me write you a prescription.
③ I know. Our treatment worked as expected.
④ Try these pills. Take two, three times a day.
⑤ Why don’t we stay home today? It’s cold outside.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Okay. I’ll get it done immediately.
② Sorry. He has just canceled his speech.
③ Sure. I’ll make a speech instead of him.
④ I see. I’ll call and ask him to come early.
⑤ No worries. The speech will be over soon.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여행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
② 여행 전 예방 접종의 필요성
③ 여행 중 간단한 건강 관리 방법
④ 여행자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⑤ 여행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과학 실험 대회 신청을 독려하려고
② 인공 지능 관련 서적을 소개하려고
③ 3D 프린팅 기술 캠프를 홍보하려고
④ 이달의 과학 강연에 대해 안내하려고
⑤ 과학 실험실 조교 채용을 공지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점심시간을 늘려야 한다.
② 수업에 늦지 않아야 한다.
③ 하교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④ 점심 메뉴를 다양화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새벽 운전 시 전조등을 켜는 것이 좋다.
② 운전 시 항상 보행자를 먼저 살펴야 한다.
③ 불규칙한 조깅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운동할 때는 발이 편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⑤ 아침 일찍 조깅 시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옷가게 점원 － 손님
② 웨딩 플래너 － 신부
③ 무대 감독 － 방송 작가
④ 의상 디자이너 － 패션 모델
⑤ 음향 엔지니어 － 뮤지컬 배우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 판매하기
② 의류 기부하기
③ 인터넷 검색하기
④ 이사 비용 견적 받기
⑤ 기증할 도서 고르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예매 사이트의 작동이 멈춰서
② 예매 시작 시간을 착각해서
③ 예매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④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⑤ 발표 준비로 바빠서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45
② $ 50
③ $ 54
④ $ 63

⑤ $ 70

13. 대화를 듣고, Nelson Charity Marathon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주최 기관
② 진행 시간
③ 후원 대상
④ 기념품
⑤ 참가비
14. Digital Space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②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쇄와 복사가 가능하다.
④ 문제가 생기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학습 목적의 동영상은 시청할 수 있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커피 원두를 고르시오.
Freshly Roasted Coffee Beans
①
②
③
④
⑤

Model

Weight

Price

Origin

A
B
C
D
E

400 g
500 g
800 g
800 g
1,000 g

$ 25
$ 25
$ 30
$ 50
$ 50

Brazil
Vietnam
Ethiopia
Brazil
Ethiopia

Rating

1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Let’s go there on Sunday instead.
② What kind of hiking boots will you buy?
③ I can’t believe you finally became a dentist.
④ I’m afraid the festival already finished last week.
⑤ I’m disappointed that cherry picking season is over.
17.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Don’t worry. We can collect donations in the community.
② Come on. You’re able to teach children how to sing.
③ Well, don’t be afraid of receiving help from others.
④ I know, but don’t believe in your talent too much.
⑤ Get ready. The singing competition is coming up.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Kate가 Jonath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t’s dark. Let’s enjoy the fireworks!
② It’s getting cold. It’s time to go back home.
③ Did you know that the puppet show was over?
④ I’m sorry, but no more cotton candy is allowed.
⑤ I think the safari bus is the best ride in this park.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① 스포츠 팀 마스코트 선정 과정
② 동물의 동작을 응용한 운동 자세
③ 스포츠 팀 마스코트 동물들의 상징적
④ 어린이에게 사랑 받는 동물 캐릭터의
⑤ 스포츠 관람 기념품으로 동물 인형을

①

②

③

④

⑤

20.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bears
② dogs
③ horses

것을 고르시오.

의미
종류
주는 이유

④ foxes

⑤ tigers

ⓒ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