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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영  어제 5 교시

학교명 수험번호 성명

※문항지의 문항 수(30문항)와 면수(7면)를 확인하시오.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기하시오.

  1번부터 10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일기 예보를 듣고, 내일의 날씨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경찰 – 시민 ② 의사 – 환자
③ 점원 – 고객 ④ 작가 – 독자 
⑤ 버스 기사 - 승객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려는 곳을 고르시오.

4.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광고인지 고르시오.
① 가방 ② 모자
③ 장갑 ④ 목도리
⑤ 운동화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① 서점 ② 은행
③ 도서관 ④ 영화관
⑤ 우체국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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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고르시오.
① 4:30 ② 5:00
③ 5:30 ④ 6:00
⑤ 6:30

7.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한 음식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 그림을 알맞게 묘사한 문장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Sounds good.
② Yes, you can.
③ I had a good time.
④ No, thanks. I'm full.
⑤ I don't like shopping.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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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You look worried. What's the matter?
B: My grandma is sick.
A:                           .  I hope she will 

get well soon.
B: Thank you. 

① Good for you
② You're welcome 
③ I'm afraid I can't
④ That's a good idea
⑤ I'm sorry to hear that

12. 다음 그림에서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B)
① cook - making clothes
② cook - building houses
③ actor - building houses
④ doctor - making clothes
⑤ doctor - drawing pictures

13.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Cindy's Schedule>

Fri. × ○ ○
Sat. ○ × ×
Sun. ○ ○ ×

① On Fridays, she washes the dishes. 
② On Fridays, she cleans the bathroom.
③ On Saturdays, she waters the plants.  
④ On Saturdays, she doesn't wash the dishes. 
⑤ On Sundays, she doesn't clean the bathroom.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Rules in the             

• You should be quiet.
• You should not eat food.
• You should not use your cell phone.
• You should return your books in two weeks.

① Airplane ② Hospital
③ Library ④ Stadium
⑤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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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을 읽고, Lost Dog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Lost Dog!

I'm looking for my dog.
His name is Chorong.
He is 8 years old. 
He is small and white.

 I lost him in the park.
Please call 01012345678.

① 이름 ② 나이
③ 실종 장소 ④ 실종 날짜
⑤ 주인 연락처

16. 글의 흐름에 맞게 (A)~(C)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Let's make Kimchi rice balls.

(A) Then, mix the pieces with rice.
(B) Cut some Kimchi into small pieces.
(C) Finally, make balls with your hands.

Put them on a plate and enjoy.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7.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Dear Roy,
I heard you won first prize in the Kpop 

contest. Congratulations! I'm so proud of 
you. I hope I'll see you on TV someday.

                  
                     Love,
                    Linda

① 감사 ② 부탁
③ 위로 ④ 초대
⑤ 축하

18.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This is *traditional Korean paper. People 
make pencil cases, tables and even clothes with 
it. It is very colorful, so you can make many 
beautiful things with it. 

*traditional: 전통적인
① 솜 ② 숯
③ 한지 ④ 황토
⑤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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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Goldfish are good pets. They are easy to take 
care of. They can live in a small or big bowl.  
You don't need to change the water often. Also, 
they eat fish food, and it is not expensive. 

① 금붕어의 평균 수명
② 금붕어 먹이의 종류
③ 금붕어의 다양한 크기
④ 금붕어가 잘 자라는 환경
⑤ 금붕어가 애완동물로 좋은 점 

20.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 have an uncle. He ① lives in Busan. He 
is an animal doctor. He ② helps sick animals. 
He also ③ loves to read very much. He ④ has 
many interesting books in his room. My brother 
and I ⑤likes him a lot. 

21. 다음 글에 드러난 Jina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Jina had a speech contest today. When it was 

her turn, she went on stage and started her 
speech. But then she forgot the words. "I am ... 
Um, I am ..." She couldn't remember anything. 
Her face turned red and her legs started to 
shake.

① 즐거움 ② 지루함
③ 평온함 ④ 당황스러움
⑤ 자랑스러움

22. 다음 글에 나온 Pin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 want to talk about my little pig. Her name is 
Pink. She moves balls with her nose. She eats 
all kinds of food, but she doesn't like chocolate. 
I walk her in the park every day. Many people 
say 'hi' to her. She is a big star.

① 작은 강아지이다.
② 발로 공을 움직인다.
③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산책을 하지 않는다.
⑤ 큰 별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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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포스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Join Our Cooking Club!

  • When:
          9 a.m. Saturday 
 • Where:  
          School kitchen
 • What:
          Making Italian food

   Visit our website at www.cookingclub.ms.kr.

① 동아리 발표회에 관한 것이다.
② 모임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이다.
③ 모임 장소는 학교 근처 식당이다.
④ 중국 요리를 만든다.
⑤ 동아리 웹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았다.

24. 다음 글에서 this가 의미하는 것은?

Do you like living in a big city? People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is. For example, my 
uncle loves living in Seoul, but my aunt doesn't.  
She says she likes small towns.

① 대도시에 사는 것
② 친척들과 만나는 것
③ 자주 이사를 하는 것
④ 시골 마을을 좋아하는 것
⑤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른 것 

25.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Parents give us money and we call it ‘pocket 
money’. How do you usually spend your pocket 
money? Thi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Here are some tips about using your pocket 
money wisely. 

① 용돈을 받는 이유
② 현명한 용돈 사용법
③ 알맞은 용돈의 액수
④ 한 달에 용돈을 받는 횟수
⑤ 용돈을 받기 위해 하는 일

26.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Using the Internet can be bad for us. ① People 
send spam mail to others. ② Children can 
download bad games. ③ Also, they play online 
games too much. ④ Playing games is a good 
hobby. ⑤ Some people write bad words on 
others' blogs or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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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My sister doesn't play anything.

My family teaches music to sick children in 
the hospital. ( ① ) Mom is a guitar teacher for the 
children. ( ② ) Dad is a good drummer. ( ③ ) He 
teaches the drums. ( ④ ) But she has a good 
voice. ( ⑤ ) She sings along with the children.

28.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알맞은 것은?

Artists show their                with colors. 
For example, they use warm colors when they 
are happy. They use cool colors when they are 
sad.  

① looks ② dreams
③ feelings ④ hobbies
⑤ problems

29. Earth Da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arth Day is on April 22. People do 
something good for the earth on this day. In 
Canada and Norway, people don't use their cars. 
They ride bicycles. In Italy, people don't use 
plastic bags when shopping. People in many 
countries turn off their lights at 9 p.m. to save 
energy.

① 4월 22일이다.
②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③ 노르웨이에서는 자전거를 탄다.
④ 이탈리아에서는 쇼핑할 때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많은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9시에 불을 켠다.

30.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Do you play computer games or watch TV in 
your free time? You need sunlight and outdoor 
activities. You can jump rope or play soccer 
with your friends. You will get stronger, so you 
won't get sick easily.



For your health,                         . 
①　eat good food
② listen to music 
③ get enough sleep
④ do some exercise
⑤ play computer games

♣ 수고하였습니다. ♣

답안지에 답을 정확히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