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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영어 듣기 대본

  지금부터 2013학년도 중학교 2학년 영어과 교과학습진단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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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ning! This is Julie Kim from the 

weather report. It's raining outside, but it'll 

clear up in the afternoon. Tomorrow we'll 

have nice and sunny weather. 

2

2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What's the problem?

여자 어른(W): I feel very cold. And I have a runny nose.

남자 어른(M): Do you have a fever, too?

여자 어른(W): Yes, I do.

남자 어른(M): You have a bad cold.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여자 어른(W): OK, I will. Thank you.

3

3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려는 곳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Excuse m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남자 어른(M): Yes.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여자 어른(W): Go one block, (pause) turn right. And?

남자 어른(M): It's on your right, (pause) across from the 

bakery.

여자 어른(W): I se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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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광고인지 고르시오.

남자 어른(M): Do you get tired easily after jogging? If so, 

try these. You'll feel comfortable when 

you're walking or running. They're good for 

your feet! (pause) Cheap and fashionable!  

Enjoy exercising.  

5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남자 어른(M): Excuse me. I'd like to buy a book for my sister.

여자 어른(W): What kind of books does she like?

남자 어른(M): She enjoys all kinds of books.

여자 어른(W): How about this? It's about the life of Steve Jobs.

남자 어른(M): That's great. How much is it?

여자 어른(W): It's 10 dollars.

6

 6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Hi, Kate. What are you doing here?

여자 어른(W): Hi, Inho. I'm looking for a gift for Jisu's birthday.

남자 어른(M): Me, too. The party starts at 6 o'clock, right?

여자 어른(W): Yes. Shall we go together?

남자 어른(M): OK. Let's meet at the bus stop at 5:30. 

여자 어른(W): 5:30 at the bus stop.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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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Number one.

   남자 어른(M): How's the weather today?

   여자 어른(W): It's sunny and warm.

여자 어른(W): Number two.

   남자 어른(M):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여자 어른(W):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여자 어른(W): Number three.

   남자 어른(M):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여자 어른(W): I want some cookies. 

여자 어른(W): Number four.

   남자 어른(M):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school?

   여자 어른(W): I usually go to school at eight.

여자 어른(W): Number five.

   남자 어른(M): How often do you go to the movies?

   여자 어른(W): I go to the movies once a month.

8

 8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한 음식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May I take your order?

남자 어른(M): Yes. I'll have a sandwich.

여자 어른(W):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남자 어른(M): A coke, please.

여자 어른(W): For here or to go?

남자 어른(M): For here, please. 

9

 9번. 다음 그림을 알맞게 묘사한 문장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Number one.   A girl is taking pictures.

 Number two.   A girl is riding a bike. 

 Number three. A girl is playing basketball. 

 Number four.  A girl is picking flowers.

 Number five.  A girl is walking her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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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Hi, Bora!

여자 어른(W): Hi, Jiho!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남자 어른(M): No, not really.

여자 어른(W): Then, how about going to a concert?

남자 어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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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