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고3)

2017. 9. 21. (목) 시행 제3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No, I’ve never driven there before.

② I think you’d better buy a new car.
③ You need to show me your driver’s license.
④ Wait a moment. There’s one two blocks ahead.

⑤ I’m sorry, I don't know how to drive.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ell, I asked you to keep my watch.
② Of course. I prefer a room with a view.
③ I’m sorry. I’ll clean the room right now.

④ Will you? I’ll stay in another room then.
⑤ Thank you. I hope it will be in the room.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anks so much. I’m sure I’ll find a dream job soon.
② Don’t worry. I’m familiar with taking care of flowers.
③ Not at all. I’m happy because that’s the job I’ve wanted.

④ Sure. It’s my job to finish the flower arrangement on time.
⑤ No problem. The flower shop isn’t far from the kindergarten.

4.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식후 양치질의 중요성 ② 채식 위주 식단의 장점

③ 원시 시대의 충치 예방법 ④ 원시인들이 충치를 앓았던 이유
⑤ 원시인과 현대인의 식습관 차이

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공원 대청소 일정을 공지하려고
② 안전교육센터 개설을 홍보하려고

③ 어린이 공원 내 시설을 안내하려고
④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⑤ 미아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려고

6.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공부보다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
② 적성을 고려한 진로선택이 바람직하다.
③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르다.

④ 공부와 휴식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게임은 두뇌 발달을 촉진한다.
② 운동을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③ 단체 운동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④ 수영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부모와 자녀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만화가－출판사 직원 ② 동화 작가－삽화가
③ 평론가－소설가 ④ 화가－큐레이터
⑤ 마술사－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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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삭제해주기 ② 보고서 보내주기
③ 이메일 확인해주기 ④ 비밀번호 찾아주기
⑤ 선생님께 전화해주기

1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수강 신청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신청한 수업이 폐강되어서 ② 등록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③ 기본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서 ④ 실수로 다른 강좌를 신청해서
⑤ 친구와 수업을 함께 듣고 싶어서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① $ 40 ② $ 45 ③ $ 47 ④ $ 50 ⑤ $ 63

13. 대화를 듣고, recipe contest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응모 방법 ② 마감 기한 ③ 우승 상금
④ 주관 단체 ⑤ 결과 발표일

14. Together Day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11월 24일이 행사일이다.
②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한다.
③ 전임 교장선생님이 만들었다.
④ 다양한 활동을 위한 부스들이 운영된다.
⑤ 전통 의상 착용은 선택 사항이다.

15.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공연을 고르시오.

Baden Rock Festival

Ticket Band Date / Time Section

① A Breeze May 12 / 3 p.m. Standing

② B Thunder May 13 / 7 p.m. Royal

③ C Breeze May 16 / 7 p.m. Royal

④ D Thunder May 19 / 3 p.m. Standing

⑤ E Breeze May 20 / 3 p.m. Royal

16.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see. I’ll advise him to stop talking about it.
② Thanks for the advice. Let me talk to him about it.
③ Why didn’t you tell me? It’s too late to attend the meeting.
④ It’s not a good idea to complain about learning circumstances.
⑤ Congratulations! You became the best presenter of this contest.

17.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You’ll arrive in Sydney before three in the afternoon.
② We’ll email you today if you choose to get an E-ticket.
③ Only ticketed passengers can go into the departure area.
④ You need to prepare your passport before your departure.
⑤ There should be a list of restrictions printed on your ticket.

18.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Michael이 Tiffan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think I paid you too much money by mistake.
② I hope you can work here at my convenience store.
③ I wonder if you can work during the weekends as well.
④ I’m sorry, but I’ve already found someone to work here.
⑤ I paid you more because I really appreciate your hard work.

【19-20】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충분한 수분 섭취의 필요성
② 탈수 현상을 방지하는 요령
③ 과도한 당분 섭취의 위험성
④ 만성 빈혈을 예방하는 방법
⑤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

20.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세포 구성 ② 체온 조절 ③ 소화 촉진
④ 혈액 순환 ⑤ 영양소 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