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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영어 듣기 대본

  지금부터 201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영어과 교과학습진단평가를 시작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번호 듣기 대본

1

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장래 희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남자 어린이(B):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여자 어린이(G): I want to be a doctor. How about you?

 남자 어린이(B): I like drawing pictures. I want to be a painter.

2

 2번. 다음을 듣고, 선생님의 출신지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Hello, everyone. I'm your new English 

teacher. My name is Jane. I'm from 

Australia. Nice to meet you.

3

3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말에 갈 장소를 고르시오.

 여자 어린이(G):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남자 어린이(B): I'll go to the park.

 여자 어린이(G): What will you do there?

 남자 어린이(B): I'll play badminton with my dad.

4

4번. 다음을 듣고, ‘I’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남자 어른(M): I am very tall. I have a long neck. I can eat 

leaves from tall trees. What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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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 대화를 듣고, 엄마의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고르시오.

 남자 어린이(B): What day is it today?

 여자 어린이(G): It's Saturday.

 남자 어린이(B): Oh! Tomorrow is Mom's birthday.

6

6번. 대화를 듣고, 대화 내용에 어울리는 표지판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Excuse me. You cannot use your cell phone 

here. 

 여자 어른(W): Oh! I'm sorry. I didn't know that. 

7

7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상점에 가는 이유를 고르시오.

 남자 어린이(B): Where are you going?

 여자 어린이(G): I am going to the store.

 남자 어린이(B): What will you buy?

 여자 어린이(G): I will buy some pencils and erasers.

8

8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일요일에 할 운동을 고르시오. 

 여자 어린이(G):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남자 어린이(B): I usually play basketball.

 여자 어린이(G): Really? Then, let's play basketball this Sunday.

 남자 어린이(B): Sounds great.  

9

9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여자 어른(W):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I can go swimming. 

How about you?

 남자 어른(M): I like summer, too.

 여자 어른(W): Why do you like it?

 남자 어른(M): Because I can go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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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 다음을 듣고, 민호와 진수의 나이를 바르게 비교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Minho is taller than Jinsu.

Minho is bigger than Jinsu.

Minho is stronger than Jinsu.

Minho is older than Jinsu.

Minho is younger than Jinsu.

11

11번. 다음을 듣고, 학교 축제가 시작되는 시각을 고르시오.

 여자 어린이(G): (Beeps 자동응답기 삐소리)

Hi, Jane. It's Susan. The school festival is 

this Friday. It will start at three in the 

afternoon. Can you come? Call me back.

12

12번. 다음을 듣고, 책의 위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The books are next to the table. 

The books are on the table.

The books are behind the table.

The books are under the table.

The books are between the table and the cup.

13

1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린이(G): What's the matter, John?

 남자 어린이(B): I don't feel well. I have a bad cold. 

 (pause)  

 여자 어린이(G):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You're welcome.

Sorry, I can't.

Sounds good.

You should see a doctor.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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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phone rings. 전화벨 소리)

 여자 어린이(G): Hello. Is Tom there?

 남자 어린이(B): Speaking. Who's calling?

 (pause)

 여자 어린이(G):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I can speak now.

I called you.

This is Jenny.

You don't have the phone.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15

15번. 다음을 듣고, 그림에서 Mary를 고르시오.

 남자 어린이(B): This is my friend, Mary. She is wearing 

glasses. She has a ball.

16

16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각한 이유를 고르시오. 

 남자 어린이(B): Sorry. I am late. 

 여자 어른(W): Why are you late?

 남자 어린이(B): Because I missed the bus. 

17

17번. 다음을 듣고,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Number four.

Number five.

There are cats.

There are flowers.

There is a clock.

There is a piano.

There is a bed.

18

18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려는 곳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여자 어른(W):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남자 어른(M): Go straight two blocks, (Pause) turn right. 

And then?

 여자 어른(W): It's on your left.

 남자 어른(M): Thank you.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9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