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4. 9. 18.(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2】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① You shouldn’t litter at a national park.

② We need sleeping bags when we go camping.
③ Sure. I’ll show you how to set up the tent later.
④ Fantastic! But the mosquitoes were a little annoying.
⑤ It’s hard to choose one of these two brand-new tents.
2. ① I’ll ask Mr. Green. He is an expert in figures.
② Okay. I’ll have the repairman fix it right away.
③ Don’t worry. It came with a quick user’s guide.
④ Sure. Making double-sided copies saves money.
⑤ Same here. It’s always good to have a new office.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경쟁은 자기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
② 시합에서는 경쟁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③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④ 연습은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⑤ 운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4.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박물관 이용 예절을 소개하려고
② 박물관 개장 시기를 공지하려고
③ 박물관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하려고
④ 박물관 인턴 직원 모집을 안내하려고
⑤ 박물관 할인 행사를 홍보하려고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선글라스 렌즈 색의 짙음과 자외선 차단 효과의 관계
② 눈부심을 줄이는 선글라스 렌즈 제작 방법
③ 소프트 렌즈 착용이 동공에 미치는 영향
④ 선글라스 판매 전용 인터넷 쇼핑몰의 편리함
⑤ 빛의 밝기에 따른 선글라스 렌즈 색깔 선택 요령
【6-7】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6.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②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해치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③ 고대 이집트의 사랑과 다산의 여신은 머리가 고양이 모습이었다.
④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고양이의 미라가 발견되었다.
⑤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와 쥐가 미라 형태로 함께 발견되었다.
7. 고양이에 대한 중세시대의 인식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악의 상징으로 여겨져 죽임을 당했다.
② 자유의 상징으로 숭배되었다.
③ 전염병을 옮기는 나쁜 존재로 여겨졌다.
④ 귀엽지만 치명적인 쥐 박멸자의 지위를 회복했다.
⑤ 수호신으로 여겨져 집안에서 키워졌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art gallery
② high school
③ music store
④ photo studio
⑤ movie theater
9.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향초 주문하기 ② 화초 구입하기 ③ 집들이 음식 준비하기
④ 꽃가게 위치 찾기 ⑤ 식물 이름 확인하기
1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have the results of his medical check-up reissued
② to send him his receipts for his medical treatment
③ to change his home phone number in his file
④ to make a reservation for his treatment
⑤ to mail a copy of his medical history to an insurance agency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회의에 늦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② 건물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③ 병원 진료를 받고 왔기 때문에 ④ 아픈 아들을 돌봐줘야 했기 때문에
⑤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13. 다음을 듣고, 20세 미국인들 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을
고르시오.
① 25% ② 74% ③ 81% ④ 91% ⑤ 97%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550 ② $700 ③ $750 ④ $1,050 ⑤ $1,200
15. 대화를 듣고, 9월에 난방 공사가 시작되는 건물을 고르시오.
① 도서관, 기념관 ② 도서관, 공과대학 ③ 학생회관, 법과대학
④ 경영대학, 의과대학 ⑤ 경영대학, 법과대학
16. Diana Nyad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1970년대 장거리 수영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② 1975년에 맨해튼 섬 둘레를 8시간 이내로 수영했다.
③ 60세가 되던 해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해협 횡단을 계획했다.
④ 다섯 번째 시도에서 110마일의 해협 횡단에 성공했다.
⑤ Penny Palfrey가 세운 기록을 2012년에 갱신했다.
17.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숙박할 방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Room No.
301
302
501
502
503

H&S Youth Hostel

Maximum
Bathroom Room Style Number
of People
Private Western
4
Private
Korean
8
Shared Western
4
Shared
Korean
4
Shared
Korean
8

【18-19】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 ① The maintenance office is looking for someone now.
② Okay, I’ll go report it to the maintenance office.
③ It’s because the repair cost is so expensive.
④ The water purifier will be fixed tomorrow.
⑤ Okay, I’ll drop by your office then.
19. ① Cholesterol levels can’t be checked immediately.
② You really need to change your eating habits.
③ I’ll definitely stick to what I’ve been doing.
④ You’ll end up with good results at work.
⑤ I’m going to quit my job for my health.
2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Kate가 Brando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 should report what you saw exactly.
② I think you must meet the report deadline.
③ Sure, you can use as many photos as you want.
④ Above all, I’d like you to protect your own copyright.
⑤ You should indicate where you obtained the pictures.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