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4

201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영어 듣기 대본

  지금부터 2015학년도 중학교 1학년 영어과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시작합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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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듣기 대본

1

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학년을 고르시오. 

여자 학생(G): I’m Sumin. What’s your name?

남자 학생(B): My name is Jinho.

여자 학생(G): Hi, Jinho. What grade are you in?

남자 학생(B): I’m in the fifth grade.

여자 학생(G): Really? I’m in the fifth grade, too. 

2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학생(G): Hi, Minsu.

남자 학생(B): Hi, Bora. How’s it going?

(pause)

여자 학생(G):                

  ① It’s Monday.

  ② It’s sunny. 

  ③ I’m great, thanks.

  ④ It’s a good idea.

  ⑤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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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내일 할 일을 고르시오.

남자 학생(B): Hi, Suji! What will you do tomorrow?

여자 학생(G): Tomorrow? I have no idea. How about you?

남자 학생(B): I’ll ride a bike.

여자 학생(G): That sounds great. Can I join you?

남자 학생(B):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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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사려는 물건의 가격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May I help you?

여자 어른(W): Yes, I’m looking for a blouse for my mom. 

              She likes green.

남자 어른(M): Then, what about this one?

여자 어른(W): Oh, it’s nice. How much is it?

남자 어른(M): It’s 30 dollars.

여자 어른(W): Good. I’ll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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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아픈 증상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 학생(B): Let’s play badminton.

여자 학생(G): Sorry, I can’t. 

남자 학생(B): What’s the matter?

여자 학생(G): I have a stomach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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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다음을 듣고,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전화벨 소리)

남자 학생(B): May I speak to Megan?

(pause)

여자 학생(G):

  ① You’re welcome.

  ② This is Megan speaking.

  ③ Me, too.

  ④ That’s too bad.

  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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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대화를 듣고, 두 친구가 만나기로 한 시각을 고르시오.  

남자 어린이(B): Chris has a party this evening. Would you like to come?

여자 어린이(G): Sounds great.

남자 어린이(B): I’ll go to your house. Let’s meet at six.

여자 어린이(G): Okay. See you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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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기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학생(G): I was so happy yesterday. 

남자 학생(B): Why?

여자 학생(G): Because my dad bought a new game CD for me.

남자 학생(B): Really? That’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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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장래 희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 학생(B): Try this sandwich.

여자 학생(G): Wow, it looks yummy. Do you like cooking?

남자 학생(B): Yes, very much. I want to be a cook.

10

10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려는 장소와 사려는 물건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남자 어른(M):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여자 어른(W): What do you want to buy?

 남자 어른(M): I want to buy some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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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다음을 듣고, 나미와 용수의 나이를 비교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 (W):

  ① Nami is taller than Yongsu.

  ② Nami is faster than Yongsu.

  ③ Nami is older than Yongsu.

  ④ Nami is bigger than Yongsu.

  ⑤ Nami is heavier than Y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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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대화를 듣고, 피아노 콘서트의 날짜를 고르시오.

(Piano 연주 소리)

남자 학생(B): Wow, you’re really good.

여자 학생(G): Thank you. I have a piano concert this week.

남자 학생(B): When is it?

여자 학생(G): It’s May 13th.

남자 학생(B): May 13th?

여자 학생(G): Yes, tha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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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남자 어른(M):

It’s a Korean board game.

We play it on Chuseok.

You need four sticks, markers, and a gam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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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남자 학생(B): Hello, Dr. Brown.

여자 어른(W): Hi, Seho. What’s wrong?

남자 학생(B): I have a toothache.

여자 어른(W): Open your mouth and say Ahh~~. 

남자 학생(B): Ahh~~.

여자 어른(W): Hmm, you have bad teeth. 

              You should brush your teeth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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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다음을 듣고,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시오.

 여자 어른(W):

① Well done! You’re good at playing soccer.

② Wow, great! You’re good at skating.

③ Excellent! You’re good at English.

④ Good job! You’re good at singing.

⑤ How fast! You’re good at swimming.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