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6. 9. 22.(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How much do I have to deposit?
② I wonder if I can get a refund on these.
③ Do you know where I can get a good deal?
④ Don’t forget to carry them with you all the time.
⑤ Yes, thanks. Could you put these in there, please?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ure. You can cancel the ticket here.
② I’m sorry. You’ve just missed the train.
③ You should notify us of the departure time.
④ I’m afraid I can’t go to London with you today.
⑤ Then, take the express train at the station nearby.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Of course. I’ve already handed it in.
② I know. I’m planning to complete it tonight.
③ Right. Choosing a topic is important for you.
④ Great. Your advice will be helpful to upgrade it.
⑤ Yes. You must hurry not to be late for her class.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디저트의 유행과 경향
② 음식 사진의 촬영 기법
③ 즉석 조리 식품의 종류
④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⑤ 소셜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
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설명하려고
② 지역 보건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③ 노인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려고
④ 노령인구 증가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⑤ 지역 주민 센터의 이용시간을 공지하려고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대회 입상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
② 대회의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
③ 끊임없는 수정을 거쳐야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많은 경시 대회 참가는 학습에 지장을 준다.
⑤ 타고난 재능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준다.
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인기 장난감을 사들여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② 자녀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③ 장난감 제작 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④ 인기 장난감의 사전 판매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자녀들의 연령과 발달에 적절한 장난감을 선택해야 한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송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9
② $ 10 ③ $ 11 ④ $ 12 ⑤ $ 15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쇼핑 도와주기 ② 짐 보관해주기 ③ 숙소 예약해주기
④ 기차표 구매해주기 ⑤ 여행가방 빌려주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Daisy Town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해서
② 월세가 더 저렴해서
③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④ 부모님의 집과 가까워서
⑤ 회사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1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청소년 캠프 책임자－ 마술사 ② 진학 상담 교사－ 학부모
③ 무대 연출가－ 연극배우
④ 연예 담당 기자－ 가수
⑤ 분장사－ 서커스 단원
13. 대화를 듣고, Twinville Ice Festival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방문객 수 ② 기간 ③ 입장료 ④ 프로그램 ⑤ 후원 기관
14. Good Parenting Session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이다. ② 전문 상담사가 진행한다.
③ 90분 동안 운영된다.
④ 참가비를 보육원에 기부한다.
⑤ 다음 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어린이 독서 프로
그램을 고르시오.
Reading Programs for Your Children
Program Book Type Activity Kit Tutor Subscription
Period
① A print copy included
O
12 months
② B print copy included
X
24 months
③ C print copy included
O
24 months
④ D print copy not included O
6 months
⑤ E
e-book not included X
12 months
1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ure. I exercise on a regular basis.
② Thanks. I’ll give it a try right away.
③ Good idea. Let’s go see a doctor now.
④ No problem. I’d be happy to help you.
⑤ All right. I’ll buy you a brand-new smart phone.
17.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Good idea! Let’s make blueberry jam together.
② All right, then. I’ll call him and arrange a visit.
③ That’s true. You deserve to be a web designer.
④ Okay. Let me check if the blueberries were delivered.
⑤ Great. You collected lots of information about rural life.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Helen이 Chri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Could you tell me how to check my brakes?
② I’d appreciate it if you’d help me park my car.
③ Would you mind coming and moving your car?
④ Would you check if my cell phone is in your car?
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ke me to a nearby hospital.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콜럼버스 이전의 대양 탐험
② 대양 탐험과 중세 산업과의 관계
③ 대양 탐험이 원주민에게 미친 영향
④ 중세 시대 대양 탐험의 국가별 득과 실
⑤ 대양 탐험으로 인한 중세 유럽의 인구 변화
20. 항해를 했던 사람들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Vikings
② Portuguese
③ Chinese
④ Indians
⑤ Phoenicians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