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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영  어

(                  ) 중학교   2학년 (      ) 반   (      ) 번   이름 (                )

제 3 교시

※문제지의 문항 수(25문항)와 면수(6면)를 확인하시오.

※답안지에 학교명, 반, 번호, 이름을 정확히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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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감독 – 배우 ② 경찰 - 시민
③ 기차 승무원 – 승객 ④ 여행 가이드 – 관광객
⑤ 매표소 직원 – 영화 관람객

3. 다음을 듣고, 대화 후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기쁨 ② 슬픔
③ 부러움 ④ 우울함
⑤ 지루함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감사하기 ② 격려하기
③ 사과하기 ④ 예약하기
⑤ 제안하기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병원 ② 서점
③ 은행 ④ 도서관
⑤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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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을 듣고, 대화 후에 두 사람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독서하기 ② 산책하기
③ 숙제하기 ④ 요리하기
⑤ 운동하기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 10 ② $ 20
③ $ 30 ④ $ 40
⑤ $ 50

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용할 교통수단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려는 곳을 고르시오.

①

③

⑤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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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Why not?
② Of course.
③ No problem.
④ That’s too bad.
⑤ I’m glad to hear that.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부터는 문제지

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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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B: Did you buy a present for her?
A: Not yet. Do you have any idea?
B: Why don’t you buy some flowers?
A:                      . My mom likes roses.

① I’m sorry
② No, thanks
③ Here you are
④ You’re welcome
⑤ That sounds great

12. 글의 흐름에 맞게 (A)~(C)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Welcome to Sora’s Cooking Show.
We will make a fruit salad today.

(A) Then, cut it with a knife.
(B) Last, mix them with vegetables.
(C) Choose your favorite fruit.

Put lemon dressing on the salad.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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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e you looking for a fun place for your 
vacation? Then you can visit Daegu Science 
Museum. It only takes 5 minutes from the 
subway station. Our Robot Show is very popular.

① 감사 ② 거절
③ 위로 ④ 축하
⑤ 홍보

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 you want to be good at English? There are 
a lot of ways to study English. First, watch 
movies in easy English. Second, read many 
English books. Third, join an English club. 

① 영어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② 영어 동아리 활동은 재미있다.
③ 영화 소감문 작성은 유익하다.
④ 올바른 독서 습관이 중요하다.
⑤ 책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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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Students’ Favorite Subjects

Number of 
Students

20

P.E.Music Science

10

15

0

5

① Five students like music.
② Ten students like P.E.
③ Fifteen students like science.
④ Students like music the most.
⑤ Students like P.E. more than science.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nda is my best friend. She is different from 
others. Most of my friends want to be a good 
speaker,         Linda tries to be a good 
listener. She tries to understand her friends.

① or ② so
③ but ④ then
⑤ because

17.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You use these in an art class. They can cut 
paper. You can change your hair style with 
them. They can be dangerous for children. 

① 가위 ② 안경
③ 양말 ④ 장갑
⑤ 젓가락

18.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① 참가 대상 ② 행사 일시 
③ 행사 장소 ④ 참가 준비물
⑤ 참가 상품

Class Party

Who: students of Class 2-5
When: 10 A.M. Saturday, March 14
Where: at the gym
What to bring: some snacks
What to do: fun games

Come and enjoy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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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per folding is very interesting. You need a 
piece of paper for it. You can make things like 
frogs and boats. Here are some other examples 
of folding papers.

① 종이접기의 예시
② 종이접기의 용도
③ 종이접기의 유래
④ 종이접기의 장점
⑤ 종이접기의 재료

20. 초대권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e invite you!>

THE RIVER BOYS
Korea’s Top Dance Group

Hanguk Middle School, Daegu

1 P.M.  /  5 P.M.

Saturday, May 16, 2015

Seat No. 015

① 마술 공연을 한다.
② 공연 장소는 강가이다.
③ 공연을 두 번 한다.
④ 공연은 3월에 열린다.
⑤ 좌석 번호를 알 수 없다.

21. Songkran Festival 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Songkran Festival is a big festival in Thailand. 
It is in April. People spend time with their 
family. They clean their houses. Also, they 
throw water at one another.

① 큰 축제이다.
② 4월에 열린다.
③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④ 집을 청소한다.
⑤ 서로에게 물을 뿌린다.

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tudents do many kinds of activities after 
school. Some students enjoy playing soccer or 
basketball. Some students take more classes to 
study. Other students play the guitar or the 
drums.

① 안전한 학교생활
② 즐거운 악기 연주
③ 함께하는 단체 경기
④ 다양한 방과 후 활동
⑤ 서로 돕는 모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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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ild animals need places to live in. ① But, 
people take homes away from them. ② Dolphins 
are smart animals. ③ More and more wild animals 
are in danger. ④ We may not see some of them 
in the future. ⑤ So, we should make safe places 
for them.

* wild animals: 야생 동물

2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o I taught him how to ride a bike.

My father taught me to ride a bike. ( ① ) 
I could ride it in one day. ( ② ) I showed 
Tom how well I could do it. ( ③ ) He wanted 
to learn it, too. ( ④ ) Now he can ride it 
well. ( ⑤ ) 

25.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 you want to lose weight? Use a blue plate. 
Food doesn’t look delicious on it. But, be careful 
with a white plate. Food looks very good on it. 
So you will eat more. 

* plate: 접시  



The             of a plate is important when you 
want to lose weight.

① size ② color
③ price ④ shape
⑤ weight

♣ 수고하였습니다. ♣

답안지에 답을 정확히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