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1-1                        ◎ 본 평가의 저작권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듣기능력평가 녹음대본 2009. 4. 7.(화) 시행

시그널 IN

AN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9학년도 제1회 중학교 1학년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시작하

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

절해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

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그널 OUT

ANN: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을 고르세요.

W: You know what?

My father bought this for my birthday.

M: Wow, it looks great. Do you like taking pictures?

W: Yes, I do. Let's go to the park and take pictures.

M: Sounds good.

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세요.

M: I am an insect.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I love sunny and

warm weather. When I was young, I couldn't fly. But now I can

fly from flower to flower with my beautiful wings.

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일요일에 주로 하는 일을 고르세요.

W: I never get up early on weekends.

I like to stay in bed. How about you?

M: I wake up early on Sundays.

I usually go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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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려고 하는 장소를 고르세요.

M: Excuse me, where is the toy store?

W: Go straight to Main Street.

M: Go straight to Main Street?

W: Yes, then turn left at the corner.

You can see it on your right. It's next to the bank.

M: Thank you very much.

5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W: Hello, my name is Alice Park. I live in Seoul with my parents. I

am the only child in my family. I go to Daehan Middle School. I

like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Thank you for listening.

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M: Hi, Yumi. Long time no see.

W: Hey, Steve. What do you do these days?

M: I teach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What about you?

W: Oh, I work at an animal hospital. I take care of sick animals.

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W: Number one

M: What are you doing?

W: I'm reading a story book.

W: Number two

M: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 I like English.

W: Number three

M: Where are you from?

W: I'm going to school.

W: Number four

M: Hello. May I speak to Kate?

W: Sorry. She is no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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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하는 일을 고르세요.

W: Tony, are you busy now?

M: No, I am watching TV. Do you need any help?

W: Yes, would you water the flowers?

I am busy washing the dishes.

M: Sure.

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세요.

W: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M: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help sick people.

W: Great, but you have to study hard!

M: Right. How about you?

W: I want to be a movie star.

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거스름돈으로 받을 금액을 고르세요.

M: May I help you?

W: Yes, I'm looking for a hair band.

M: How about this one?

W: I like the color. How much is it?

M: It's seven dollars.

W: OK, I'll take it. Here's ten dollars.

M: Thank you. Here's your change.

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M: Are you OK, Sujin?

W: No. I don't feel well. I have a headache.

M: Sorry to hear that.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W: I think I should. Thanks.

M: You'r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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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마지막 말에 담긴 여자의 의도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M: Guess what, Mom?

W: What?

M: My grades went up.

I got a hundred on my English test.

W: Good job! I'm proud of you.

13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오늘 오후의 날씨를 고르세요.

W: Good morning. This is Brook Johnson with Today's Weather.

Today, it will be sunny in the morning, bu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the afternoon, it will rain. Thank you.

1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세요.

W: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M: Yes, Mom. Can I play computer games now?

W: I'm sorry, dear. The computer doesn't work.

It's at the service center.

M: Oh, no!

1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현재 시각을 고르세요.

M: Mary, what are you doing?

W: I'm getting dressed for school.

M: When does your first class start?

W: It starts at nine o'clock.

M: Hurry up! You only have twenty minutes left.

W: Really? I'm going to be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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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현재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W: The movie is starting. Let's go inside.

M: Wait! I can't find my ticket. It was in my pocket.

W: You're kidding!

M: No, I'm not. I can't find it.

1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시청까지 가는 방법을 고르세요.

W: Excuse me, which bus goes to City Hall?

M: Number twenty-one. It will come in thirty minutes.

W: Thirty minutes?

M: Yes, but it only takes ten minutes on foot.

It's not far from here.

W: Thank you. I'll walk there.

18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M: I'm home. Where's Peter?

W: He's still at school.

M: I'm very hungry. What's for dinner?

W: Chicken salad. It's on the table.

M: Great. I love it.

19번과 20번은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세요.

19번입니다.

M: What did you do during your vacation?

W: My family and I went to Japan!

M: Wow, how long were you ther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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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입니다.

M: What's the problem?

W: I'm looking for my cat.

M: What does it look like?

W: It has a red ribbon around its neck.

M: Don't worry. I'll help you find it.

W:

시그널 IN

ANN: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9학년도 제1회

중학교 1학년 영어듣기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시그널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