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3. 9. 26.(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Really? I’m relieved to hear that.
② Okay. I’ll hand the report back soon.
③ Oh, my! The due date was yesterday.
④ I should’ve finished my report on time.
⑤ Is it? I’m just about to go to the class.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o. The notice will be put up tomorrow.
② Sorry. The application forms are not here.
③ Yes. I’m going to stay at home tomorrow.
④ Great! Let’s take applied mathematics together.
⑤ Well, I’m thinking of moving to an apartment.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don’t overeat for my health.
② I try to eat vegetables at every meal.
③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④ The green grocer’s is not open today.
⑤ I’ll teach you how to cook once a week.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애완견 목줄 착용 법의 강력한 집행을 촉구하려고
② 유기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려고
③ 애완동물 등록법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④ 애완견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주장하려고
⑤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호소하려고
5.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재택 근무가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② 직장 내 경직된 회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③ 탄력근무제는 업무 처리에 불편을 초래한다.
④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출근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⑤ 근무 시간을 잘 지키는 직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6.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효과적인 강의 방법
②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
③ 노트 필기의 필요성
④ 효율적인 시간 관리 요령
⑤ 기억력 증진을 위한 훈련 방법
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컴퓨터 고장의 원인
② 전자 제품의 교환 주기
③ 전자 제품 구매 시 유의 사항 ④ 품질 보증 기간의 문제점
⑤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fitness club clerk － customer ② bank manager － teller
③ principal － teacher
④ car dealer － mechanic
⑤ railroad conductor － passenger
9. 다음 도표를 보며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커피 사다 주기
③ 책상 청소해 주기

② 보고서 작성 도와 주기
④ 판매 실적 분석해 주기

⑤ 키보드 가져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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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to pack his clothes
② to reserve a restaurant
③ to drive him to the mall ④ to check his flight schedule
⑤ to buy a neck pillow for him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출퇴근이 어려워서
② 소음이 심각해서
③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④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⑤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3. Albatross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닷새이다. ② 대부분이 남반구에 서식한다.
③ 수명이 50년 이상이다.
④ 한 번에 두세 개의 알을 낳는다.
⑤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다.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300 ② $310 ③ $540 ④ $550 ⑤ $600
【15-16】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ncient Greek hunting weapons
② arts and crafts in ancient Greece
③ writing materials used in ancient Greece
④ English pronunciation of the Greek alphabet
⑤ important discoveries by ancient Greek scientists
16. 고대 그리스 남학생의 공책에 포함된 것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사냥하는 사람의 그림
② 고대 그리스어의 자음 알파벳
③ 고대 그리스어의 모음 알파벳 ④ 고대 그리스의 숫자
⑤ 남학생의 서명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함께 듣기로 한 강좌를 고르시오.
Special Open Lectures for High School Graduates
Date/Day Time
Topic
Speaker
① Sat., Aug. 7 12p.m.-1p.m. Finding a Dream Career Dr. Andrew Johnson
② Sat., Aug. 7 2p.m.-3p.m. Time Management Michael Chang
③ Sat., Aug. 7 4p.m.-5p.m. Successful College Life Dr. Mark Miller
④ Sun., Aug. 8 12p.m.-1p.m. Time Management Michael Chang
⑤ Sun., Aug. 8 2p.m.-3p.m. Finding a Dream Career Dr. Andrew Johnson
18.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Okay. Please call me as soon as your schedule’s fixed.
② That’s good. I’ll see you at the radio station this Friday.
③ I’m afraid that I won’t be able to go on the business trip.
④ I’m sorry, but I can’t participate in the forum on the 15th.
⑤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let me know about the topic first.
19.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o. White noise is just another kind of noise.
② Yes. You need to finish the report sooner or later.
③ Great! Thank you for helping me solve my problem.
④ Sure. It’ll help you improve your listening skills.
⑤ You should. You can’t stay up late every night.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aria가 Bri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ria: Bri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can I borrow your video to show my parents?
② would you take some pictures of me for a video?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③ can you teach me how to make a video like this?
④ next time you go to Australia, I want to go with you!
⑤ thanks for coming to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party.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