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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영어 듣기 대본

  지금부터 2015학년도 중학교 2학년 영어과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시작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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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듣기 대본

1

1번. 일기 예보를 듣고, 내일의 날씨를 고르시오.

여자 어른(W): Good evening! This is Jessica Park with the weather report. It was 

sunny today, but tomorrow it’ll rain a lot. So,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when you go outside.

2

 2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How can I help you?

남자 어른(M): I’d like to buy two tickets for this movie.

여자 어른(W): What time do you want to watch the movie?

남자 어른(M): At seven o’clock.

여자 어른(W): We only have front seats. Is that okay?

남자 어른(M): No problem.

3

3번. 다음을 듣고, 대화 후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학생(G): Sam, what’s wrong? Are you okay?

남자 학생(B): Not really. I lost my cell phone.

여자 학생(G): Oh, I’m sorry to hear that. (pause) Wait! Isn’t that your phone under 

the sofa?

남자 학생(B): You’re right! It’s my phone! I’m so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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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elephone rings ×2]

남자 학생(B): Hello?

여자 학생(G): Hi, Chris. This is Kate.

남자 학생(B): What’s up, Kate?

여자 학생(G): I’m going to see a musical. Can you go with me?

남자 학생(B): Sounds good.

5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What can I do for you?

남자 학생(B): I want to borrow these books.

여자 어른(W): May I see your library card, please?

남자 학생(B): Here you are.

여자 어른(W): Bring them back in two weeks.

남자 학생(B): Okay. Thank you.

6

6번. 다음을 듣고, 대화 후에 두 사람이 할 일을 고르시오.

남자 학생(B): I’m so bored.

여자 학생(G):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남자 학생(B): No, I don’t. Let’s stay home.

여자 학생(G): Then, how about cooking together?

남자 학생(B): Sounds great. Let’s make a pizza.

7

7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How can I help you?

남자 어른(M): I’d like to buy a cap. How much is this one?

여자 어른(W): It’s ten dollars.

남자 어른(M): Okay. I’ll take two.

여자 어른(W): Two caps? (pause) Here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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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용할 교통수단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남자 어른(M): You can take a bus or the subway.

여자 어른(W): I see. Where is the bus stop near here?

남자 어른(M): Oh, I’m going to take a bus, too. Let’s go together.

여자 어른(W): Thank you.

9

9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려는 곳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Excuse m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여자 어른(W): Yes.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남자 어른(M): I’m sorry?

여자 어른(W): Go two blocks, (pause)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남자 어른(M): I see. Thank you.

10

10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 학생(B): Did you hear the news?

여자 학생(G): No, what happened?

남자 학생(B): Emily broke her arm.

여자 학생(G): Oh, she did?

남자 학생(B): Yes, she broke her arm while she was skiing.

여자 학생(G):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