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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Build Up Pattern

01 강

여 동물 보호소에서 한 마리 입양하는 게 어때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Ⅰ(짧은 대화)
p. 6

④

대표 기출 Best

해설

남자는 고양이를 기를 계획이라며 어디서 데려와야 할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동물 보호소에서 한 마리 입양
하는 게 어때요?’이다.

해석

오답노트

남 엄마, 저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여 Peter! 어디에 있었니? 아빠와 내가 널 걱정했잖아.
남 전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늦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 알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우리에게 알리도록 해라.

pp. 7~8

1②
7③

2⑤
8④
3③

3①

4①

5③

6②

① 당신의 집에 가서 고양이를 봐도 될까요?
② 동물을 기르는 게 왜 좋은지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③ 당신이 없는 동안 제가 당신의 고양이를 돌볼 수 있어요.
④ 그런 경우라면, 당신은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3

①

해석

여 Bill, 이 오래된 책들 버려도 되니?

8②

남 음, 아니. 난 그것들을 중고서점에 팔 생각이야.
여 좋은 생각이야! 있지, 내게도 오래된 책들이 좀 있어. 내 것도 팔아

1

②

줄래?
남 물론이지.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면 돼.
해설

해석

여 다음 달 ‘세계 암의 날’에 우리가 특별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 저도 동의해요. 기금 모금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여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인식을 높여서 변화를 줄 수 있어

요. 좋은 생각 있으세요?

남자가 오래된 책들을 중고서점에 팔 생각이라고 하자 여자가 자신의 것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론이지.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면 돼.’이다.
오답노트

남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어요.
해설

다음 달 ‘세계 암의 날’에 기금 모금 행사를 하자는 남자의 의견에 대해 여자
가 동의를 하면서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

② 아니. 난 독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③ 문제없어. 네가 그것들을 찾는 것을 도와줄게.
④ 물론 아니지. 그 책들을 사러 가자.
⑤ 미안하지만, 그 가게는 새 책을 사지 않아.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어요.’이다.
오답노트

▶ 남자가 오래된 책들을 중고서점에 팔려고 한다고 하자 여자가 자신

① 우리는 암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만 해요.
③ 그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게 어때요?
④ 저와 함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주세요.
⑤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어요.

2

의 책도 팔아달라고 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③이다.

4

①

⑤
해석

해석

남 내일 수족관에 가는 게 어때요?

남 당신은 집에 애완동물이 있죠, 그렇죠?

여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긴 것 말이에요?

여 네. 개 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왜 물어보는데요?

남 네. 그 수족관은 매우 크고 정말 재미있대요. 제 친구가 말했는데,

남 사실은, 제가 고양이를 기를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지 아세요?

2

단기특강 듣기편

다양한 해양 생물이 있대요.
여 좋아요! 거기서 몇 시에 만날까요?

해설

남자가 수족관에 갈 것을 제안하면서 수족관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좋아요! 거기서 몇 시에
만날까요?’이다.

7

③

해석

여 오늘 날씨가 좋아요. 산책 나가는 게 어떨까요?
남 우리는 지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구입한 탁자가

오답노트

오늘 배달될 거예요.

② 완벽하군요! 열대어용 수족관을 사러 가죠.
③ 이 근처에 괜찮은 수족관을 추천해 주실래요?
④ 실례합니다. 어느 버스가 수족관으로 가는지 아세요?
⑤ 수족관의 회원이 되기 위해 이 양식을 작성하기만 하면 돼요.

여 몇 시에 도착할지 알아요?
남 아니요. 가게에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해설

산책을 나가자는 여자의 제안에 남자는 탁자가 오늘 배달될 거라서 안 된다
고 했다. 이에 여자가 탁자가 몇 시에 배달되는지 아냐고 남자에게 물었으므

5

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아니요. 가게에 전화해

③

서 알아볼게요.’이다.
오답노트

해석

여 여보, 여기 와서 이 로봇 진공청소기들을 봐요.
남 오, 멋진데요. 지금 할인 판매 중인가요?
여 네. 하나 구입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

지를 생각해봐요.

① 아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② 네. 저는 2시 반 정도에 거기에 도착할 거예요.
④ 네. 그들이 여기로 그 탁자를 배달할 거예요.
⑤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탁자가 필요 없어요.

남 좋아요. 먼저 가격을 비교해 보죠.
해설

여자는 로봇 진공청소기가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하면서 하나 구입할 것을 남

8

④

자에게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좋아요. 먼저 가격을 비교해 보죠.’이다.

해석

남 캠핑 갈 준비 거의 다 되었나요?

오답노트

여 그런 것 같아요. 일기 예보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①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그것을 고칠게요.
②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할 수 없어요.
④ 아니요.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지 못할 거예요.
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저 혼자 그것을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남 오늘 밤에 맑지만 추울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옷을 가져가

야 해요.
여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벌써 몇 벌 챙겼어요.
해설

캠핑 갈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일기 예보를 듣고 따뜻한 옷을 가져가
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제가

6

②

만약을 대비해서 벌써 몇 벌 챙겼어요.’이다.
오답노트

해석

남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를 할 거야. 너도 올 수 있으면 좋겠어.
여 고마워, 나도 네 새 집이 보고 싶어. 몇 시에 해?
남 5시. 올 수 있어?

① 곧 좋은 캠핑장을 찾을 거예요.
② 밤에 비가 심하게 내리면 어떻게 하죠?
③ 아, 여벌의 옷들을 집에 두고 왔네요.
⑤ 일기 예보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유감이네요).

여 물론이지. 그땐 한가할 거야.
해설

남자가 여자를 집들이에 초대하자 여자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는다. 이에
남자는 5시라고 말하면서 올 수 있는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

▶ 남자는 오늘 밤에 날씨가 추울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듣고 여자에게
따뜻한 옷을 가져가자고 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②가 알맞다.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물론이지. 그땐 한가할 거야.’이다.
오답노트

① 음, 그것을 연기해야 할 거야.
③ 아니, 난 파티를 열 수 없어.
④ 와, 그것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어.
⑤ 응. 널 그 파티에 초대할게.

정답과 해설

3

02 강

2

목적·이유 추론
p. 11

①

대표 기출 Best

⑤

해석

여 여름 방학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어.
남 넌 방학 동안에 특별한 계획이 있니?

해석

여 안녕하세요, ‘건강과 여가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는 Green

Fields Farm에서 온 Stacy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희의 농장

여 음, 난 지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거야.
남 잘됐다! 틀림없이 네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때?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남 난 방학 시작하자마자 캄보디아에 갈 거야.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은 저희 농장의 들판을 가로

여 캄보디아? 넌 작년에 앙코르 와트에 갔잖아, 그렇지 않았어?

지르는 여유로운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여러분은

남 그래, 맞아.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선한 과일을 집에 가

여 왜 그곳에 다시 가는데?

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저희의 과일 따기 프로그램에 참

남 캄보디아인 친구들을 만나려고. 작년에 거기에 있을 때, 캄보디아

여해 보십시오. 저희는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 치즈 만들기 프로그
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가족 또는 회사
의 행사를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면, 213-568-1234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www.greenfieldsfarm.com에 접속하십시오. 저희의 농장
체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저희는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
여 오, 네게 캄보디아인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 넌 캄보디아어로 의

사소통이 가능하니?
남 응, 가능해. 우리는 캄보디아어로 연락해.
해설

여자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와트에 갔던 남자에게 왜 이번 여름
방학에 다시 캄보디아에 가는지 묻자, 남자는 캄보디아인 친구를 만나기 위
해서라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내용 더 보기

앙코르 와트(Angkor Wat)

pp. 12~13

1⑤
7①

2⑤
8④

3②

4④

5④

6⑤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이다. 12세기 초에 크메르 제국의
수리아바르만 2세가 자신의 유해를 이곳에 안치하여 자신과 비슈누 신을
영원히 동일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하였다. 앙코르에는 앙코르 와트
이외에도 중요한 유적이 많아 1992년에 이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③

1

⑤

해석

여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학생회 부회장 Nancy Brown입니다.

먼저, 다음 주 금요일 모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음, 제가 선배님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선배님들 방에
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책들이 적어도 몇 권씩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 책들을 학생회에 기증하는 게 어떠세요? 어떠한 장르의 책
도 환영합니다만, 교과서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그
책을 정리해서 Wellington County에 있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
보낼 것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노인들은 볼만한 새로운 읽을거리
가 생겨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배님들이 더 이상 읽지 않
는 어느 책이라도 저희에게 기증해 주십시오. 그 책들은 선배님들
에게는 쓸모없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설

3

②

해석

여 ‘건강한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쇼의 진행자인 Sally

Johnson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인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
의 커피를 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 잔 또는 더 많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 중 한 분이라면, 여러분은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양의 커피
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의사들은 과다한 커피 섭취는 수면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밤에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많은
양의 커피 섭취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하고 불안감을

학생회 부회장인 여자는 졸업을 앞둔 선배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책

증가시킵니다. 광고 방송 후에, 이 두 가지 부작용에 대해 여러분

들을 학생회에 기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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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

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인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셨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방콕에서 3년간 외교관으로 일한 남자는 방콕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좋았
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방콕으로 여행갈 것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4

④

6

⑤

해석

해석

여 Bill, 마케팅 부서에서 같이 일할 사람으로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

남 Amy, 너 시간제 일자리 구했어?
여 아직 못 구했어. 요즘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했나요?

남 그러면 Green 식당에 지원해보는 건 어때? 그곳에선 일요일마다

남 네, 결정했어요. Sally를 선택했어요.
여 Sally요? 그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빙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을 찾고 있어.

남 음, 그녀는 입사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자신의 일에

여 Lake 거리에 있는 식당 말하는 거야?

대해 매우 열정적이에요. 당신은요? 당신네 부서의 새로운 직원은

남 그래. 네 집에서 매우 가깝고, 시간당 임금이 13달러야. 꽤 좋아.

누구인가요?

여 그렇지만 그 식당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아.

여 Jason이요. 제 직원들과 저는 그를 우리 팀을 위해 뽑았어요.

남 왜 하고 싶지 않은데? 넌 서빙도 해봤잖아.

남 Jason?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그 남자 말하는 거죠?

여 그게, 그 식당 사장이 매우 무례한데, 종업원들에게 특히 그렇다고

여 맞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주된 이유예요. 우리는

많은 중국인 구매자들을 상대해야 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었어. 나는 무례한 사장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
남 오, 그건 몰랐어. 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는 그곳에 지원하지

않는 게 낫겠다.

꼭 필요해요.
남 당신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Jason은 리더십 기질이 보이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집에서 거리도 가깝고, 시간당 임금도 많이 주는 Green

여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 그 말을 들으니 좋은데요.

식당에 지원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자, 여자는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무례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해설

Jason을 채용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그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남자가 맞는지 되묻는다. 이에 여자는 그렇다고 하면서 중국어를 잘하는 게
자신이 Jason을 채용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 Green

식당의 일자리에 대해 임금이 시간당 13달러이고, 사장이
매우 무례하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만, ③ ‘수습 기간’은 언급되
어 있지 않다.

5

④

7

①

해석

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James Lee이고, 여러분에게 태국의 방콕

해석

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음, 저는 방콕에서 3년간 외교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음악 학원

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체류했던 전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정하고 저에게 친절했

원장 Robert King 입니다. 여러분의 피아노 선생님인 Sara
Parker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다치신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고, 제가 먹은 모든 음식은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왕궁과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녀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여러분의 관

아름다운 옛 사찰과 같은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Parker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분이 그곳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그녀는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지만

사로잡힐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방콕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

안타깝게도 그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

목적지로 가장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갈 기회
가 있다면, 방콕으로 가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

르치기 위해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Parker 선생님을 대신
해서 경험이 많은 다른 피아노 선생님을 채용할 겁니다. 그녀는 다

을 먹고, 멋진 사원을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

음 주부터 모든 피아노 강습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악 수업을 계속 즐기기를 바랍니다.
정답과 해설

5

해설

음악 학원 원장인 남자는 기존 피아노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새 강

03 강

주제·의견 추론

사를 뽑을 것이며 앞으로 그녀가 학생들의 피아노 수업을 책임지게 될 거라
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p.18

②

대표 기출 Best
해석

남 지나야, 무엇을 읽고 있니?
여 안녕하세요, Brown 선생님. ‘세계의 경제’라는 제목의 영어책이

8

④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안녕, Brian! 무슨 일이야?
남 안녕, Jenny.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 보고서 다 썼니?
여 응, 다 썼어. 교수님께 보고서를 제출만 하면 돼. 그러면 난 자유야!
남 잘됐다! 들어 봐, Jennifer와 나는 Blue Mountain으로 하이킹

을 갈 거야. 너 우리랑 함께 갈래?
여 물론이지. 그 산은 현재 아름다운 야생화로 덮여 있다고 들었어.
남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려는 거야.
여 좋아. 언제 하이킹을 갈 계획이니?
남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여 이번 주 토요일? 오, 안 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너희랑 함께 갈 수

없어.
남 왜 갈 수 없는데? 매주 토요일에는 Green Cinema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에요.
남 그거 어렵겠는데.
여 그래요.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 음. 넌 좀 더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골라야 할 것 같아. 집중력에

방해를 받지 않고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거야.
여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전 어려운 것을 읽으면 영어를 더

잘 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 음, 학습자들이 너무 어려운 영어책을 읽으면, 지쳐서 쉽게 공부를

포기하게 돼.
여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을 읽어야 한다

는 건가요?
남 그래. 적절한 수준으로 읽는 것이 더 즐겁고 학습자들이 계속 하도

록 동기를 부여해줘.
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남 도서관에 들러서 네 수준에 적합한 영어책을 골라보는 게 어떠니?
여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Brown 선생님.

여 그래, 맞아.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날 나를 만나기 위해 덴버에서

오실 거야.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해.
남 네가 갈 수 없어서 너무 안됐다.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
여 고마워. 다음에 같이 하이킹 가자.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하이킹을 갈 수 없는 이유를 묻자,
여자는 덴버에 계시는 엄마가 자신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어

pp.19~20

1③
7⑤

야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2②
8②
3③

3⑤

4②

5②

6①

6②

1

③

해석

남 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들었어?
여 응.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
남 일어날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해.
여 지진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남 만약에 우리가 실내에 있다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야 한

다고 들었어. 실외에 있다면, 가능한 한 탁 트인 장소로 가야 해.
여 알아두면 좋겠네. 우리가 또 어떤 자연재해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니?
남 홍수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재해야.
여 맞아. 홍수가 일어난 동안에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비상

안내를 청취하고 재빨리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또한, 우리는 급류를 지나서 걸어가면 안 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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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게 중요한 점이야.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여 아, 그거 끔찍하다. 잠을 더 많이 자도록 노력해야겠어.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취할 수

남 그래. 그게 네 건강에 더 좋을 거야.

있어.

여 조언 고마워.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설

두 사람은 수면 부족이 일으킬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고 있

해설

두 사람은 지진과 홍수를 비롯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③이다.

▶ 수면 부족이 일으키는 문제점으로 우울증(depressed)과 체중 증
가(gain weight)는 언급되었으나, ③ ‘기억력 감소’는 언급되지 않
았다.

2

②

해석

4

남 Mary, 여기 와서 이 사진을 봐요!
여 와, 이 가족은 매우 행복해 보이네요. 그들을 아나요?
남 친구의 가족이에요. 인터넷에서 ‘행복한 가족’을 우연히 검색했는데

많은 웹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여 정말요? 당신의 친구가 그들이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

궁금하군요.
남 그렇지 않을 걸요. 제 친구는 그 사진이 온라인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조차 모를 거예요.

②

해석

남 Cindy, 어제 뭐 했니?
여 친구들과 Blue 광장에 스케이트 타러 갔어.
남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여 그래, 하지만 내가 주차료를 지불할 때까지만 그랬어. 주차료가 너

무 비쌌거든.
남 스케이트장 표가 있으면 그 주차장에서 두 시간이 무료 아니니?

여 음, 그 사진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요.
남 그건 그저 사진 한 장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나요?
여 GPS 기술이 장착된 장치로 사진이 찍히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진이 찍힌 곳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능해요. 그 말은 그 사진이
당신 친구가 사는 곳을 밝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 아, 그에게 당장 전화를 해서 그 사진에 대해 알려줘야겠어요.
여 그래요,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개인

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요.

여 맞아. 하지만 거기에 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스케이트장 근처의 공영 주차장으로 갔어.
남 거기서 얼마를 지불했는데?
여 20달러. 그거 아니? 스케이트장 표 값이 10달러였어.
남 주차료가 비싸긴 하지만, 내 생각엔 공영 주차장 요금이 너무 저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여 왜 안 되는데? 공영 주차장이잖아.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요금은 인하되어야 해.
남 난 반대야. 환경을 생각해 봐. 만약 요금이 인하되면, 사람들은 대

해설

중교통을 덜 이용할 거야. 그들은 차를 더 많이 몰 것이고 이것은

여자는 온라인상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
상에 개인 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이다.

대기 오염을 증가시킬 거야.
여 흠… 그거 일리가 있네. 다음 번에는,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야겠어.
해설

남자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인하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고 차
를 더 많이 몰 것이므로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서 공
용 주차장 요금이 너무 저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3

⑤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해석

남 Cindy, 너 매우 피곤해 보여. 무슨 일이니?
여 요즘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있어서 그래. 할 일이 너무 많아.

5

②

남 가엾어라! 충분하지 못한 수면이 너에게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야.

해석

여 사실은, 피곤할 뿐만 아니라 우울하기도 해.

여 Peter, 왜 우울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남 그건 틀림없이 불충분한 수면에서 유발되었을 거야. 있잖아, 잠을

남 난 그저 외로울 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혼자 살잖아. 문을 열고

충분히 자지 못하면, 살이 찔 가능성도 더 커.
여 정말? 그건 몰랐어.
남 또한, 너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너는 질병에 좀 더 취약해질 거야.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싫어.
여 나도 이해해. 나도 예전에 너랑 똑같이 느꼈거든. 하지만 애완동물

을 기른 후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정답과 해설

7

남 집에서 뭘 기르니?
여 사랑스러운 고양이. 내가 문을 열자마자, 고양이가 날 반겨줘. 그

게 날 정말 행복하게 해.

7

⑤

해석

남 흠… 네 고양이의 또 어떤 점이 좋아?
여 글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가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좀 보내기 때문에 고양이는 내가 운동을 하게 도와줘. 개가
있다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넌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야.

여 여보, 당신 불편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남 요즘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내 몸에 가스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통증도 느끼고요.
여 소화 불량은 당신의 나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틀림없어요.
남 나의 나쁜 식습관요? 무슨 의미예요?

남 어쩌면 애완동물을 기르면 내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여 애완동물이 네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남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어.
해설

여 먼저, 당신은 너무 빨리 먹고 음식을 적당하게 씹지 않아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대개 음식을 빨리 삼켜요.
여 그리고 당신은 식사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게 소화를 방

해하죠.
남 그걸 몰랐군요. 이제부터 식사할 때 물을 덜 마실게요.

두 사람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는 애완동물
을 기르면 외롭지 않고 애완동물 때문에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
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의 장점’이다.

여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의 소화기 계통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남 나의 나쁜 식습관을 없애도록 노력할게요.
해설

남자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자 여자는 남자의 나쁜 식습관이
그것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들’이다.

6

①

해석

남 Lisa, 저녁 먹을 시간이야.

8

②

여 아빠, 저는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자기 소개서를 쓰는 중이에요.

이것을 끝내고 나서 바로 저녁을 먹을게요.
남 자기 소개서라고? 괜찮으면, 내가 그것을 읽어봐도 되겠니? 아마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석

여 여보, 요즘 Alice가 날 진 빠지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어요.

여 물론이죠. 보세요.

남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 [잠시 후] 흠, 상당히 길구나. 네 인생 전부를 쓰려고 애쓰고 있는

여 그녀는 어린이 프로그램 앞뒤로 광고를 볼 때마다, 새 장난감을 사

것 같구나.
여 네. 자기 소개서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을 하고 싶

은지와 같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거든요.
남 음, 난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렇게 길 필요가 없거든. 한 페이

지면 충분해.
여 정말요? 한 페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 고용주들은 아마도 긴 자기 소개서를 끝까지 읽어볼 시간이 없을

거야. 자기 소개서에는 네 장점이 포함되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그것이 짧고 명확해야 하는 이유란다.
여 이해하겠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다시 써 볼게요.
해설

남자는 여자의 자기 소개서가 상당히 길다고 하면서 고용주들이 긴 자기 소
개서를 읽을 시간이 없으므로 자기 소개서는 자신의 장점이 포함되어 있게
짧고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달라고 날 계속 졸라요.
남 아, 아이가 정말로 원하면 하나 사 주지 그래요?
여 그럼 우리는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 주어야 할 거예요. 게

다가 이미 그녀에겐 너무 많은 장난감이 있어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여 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예요. 그것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요.
남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여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형태의 광고는

금지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 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네요. 모든 광고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일부 공익 광고의 메
시지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여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현실과 그들이 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몰

라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제한되어야 해요.
해설

이다.

여자는 텔레비전 광고가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 남자의 조언을 듣고 여자는 저녁을 먹고 난 후 자기 소개서를 다시
쓰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은 ②이다.

8

단기특강 듣기편

사실을 이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
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이다.

04 강

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영화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관계 추론

여 영화감독 한 분이 저에게 함께 일하자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에요.
p.25

①

대표 기출 Best

지금 그분이 준 시나리오를 읽고 있어요. 음, 전 그것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 잘됐네요. 결심을 하자마자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 그럼요! 제가 배우로 데뷔하면, 제 첫 번째 영화에 대해 좋은 기사

해석

여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특별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신납니다. 여러분, Jack Wilson 씨를 환영
해 주시겠습니까?
남 안녕하세요, Laura.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당신의 텔레비전 쇼를 보고 있습니다.

를 써 주세요.
남 당연하죠! 저도 당신을 아주 좋아하는 팬 중의 한 명이거든요.
해설

남자가 로마에서 열린 패션쇼가 어땠는지 묻자, 여자는 최고의 쇼라고 말하
면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들이 자신에게 독특한 모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여 기분이 좋은데요, Jack. 음, 며칠 전 극장에서 당신의 마술 공연을

을 전한다. 계속해서 여자는 자신이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면, 좋은 기사
를 써달라고 남자에게 말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남 그래요. 5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것을 보러 오셨습니다. 저는 아주

‘기자 - 패션모델’이다.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 이제, 우리 모두는 사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당신의 특기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 맞습니다.
여 자동차와 같은 커다란 물건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 음, 제 비밀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만큼

2

③

쉽지는 않습니다.
여 자! 저희와 함께 그저 한 가지 작은 비법이라도 공유해 주실 수 없

해석

여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을까요?
남 그렇다면, 좋습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동전으로 하는

남 그럼요! 말씀하세요.
여 무료 바비큐 파티가 정원에서 열릴 거라는 포스터를 봤어요.

마술 비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 멋지십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온 후에, Jack Wilson 씨로부터 동

남 맞습니다만, 파티는 저희와 함께 3일 이상 투숙하시는 손님들만을

위한 겁니다.

전 마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여 우리는 여기에 7일간 있을 거예요.
남 그러면 손님을 포함해서 세 분은 바비큐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파티에 오시겠어요?
여 네. 세 명 부탁할게요. 제 이름은 Tiffany Jackson이고 217호실

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타자 치는 소리] 됐습니다! Tiffany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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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의 이름으로 세 분이 예약되었습니다.
여 고마워요. 오, 그리고 세탁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남 방에 제공된 가방 중 하나에 세탁물을 넣어 침대 위에 그냥 올려놓

으세요. 언제 그것을 치울지 알려주시려면 프런트에 전화해주세요.
여 알겠어요. 고마워요.

6①

해설

정원에서 열리는 무료 바비큐 파티에 대해 여자가 문의하자, 남자는 3일 이

1

②

해석

여 안녕하세요, John!
남 오, Sally! 오랜만이에요!
여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거의 두 달이 되었네요.
남 맞아요. 로마에서의 패션쇼는 어땠나요?
여 멋졌어요! 제 경력에서 최고의 쇼 중의 하나였어요. 있잖아요, 몇

몇 유명한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포즈 스

상 투숙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티라고 말한다. 이에 여자는 자신
이 이곳에서 7일간 머무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자를 통해 파티를 예약한다.
이런 대화의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호텔 접수
원 - 투숙객’임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① 파티 플래너 - 고객
② 집주인 - 정원사
④ 바비큐 요리사 - 손님
⑤ 세탁소 주인 - 직원

타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델이라고 말했어요.
정답과 해설

9

3

②

더 가야 한다고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여자는 읽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남자는 추리 소설을 가져다주겠다고 하
면서 즐거운 비행을 하라고 말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저는 Jenny Kim입니다. 이 식료품 가게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④ ‘비행 승무원 - 승객’이다.
오답노트

남 안녕하세요! 저는 John Brown입니다.
여 좋아요. 지난밤 당신이 본 것을 말해 주실래요?
남 음, 저녁 9시경이었고, 저는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가는 길이었

어요.

① 소설가 - 독자
② 영화감독 - 배우
③ 패션 디자이너 - 모델
⑤ 전자 제품 대리점 점원 - 손님

여 알겠습니다.
남 제가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 한 남자가 서둘러서 그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 남자는 여자가 부탁한 새 헤드셋과 함께 추리 소설 한 권을 가져다

여 그 남자의 얼굴을 봤나요?
남 아니요, 못 봤어요. 어두웠고, 그는 마스크를 썼어요. 하지만 그가

주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은 ②이다.

떠날 때 그가 탄 오토바이의 차량 번호를 알게 됐어요.
여 그래요? 번호가 어떻게 되죠?
남 PG4402에요. 그는 Kent 거리를 따라 가 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5

①

지난밤 본 전부예요. 그 도둑을 잡아 주세요.
여 그럼요! 도둑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를 주셔서 감

사합니다.

해석

남 Sally, 여기 물 한 병 있어요.
여 고마워요, Brian. 오늘 내 공연 어땠어요?

해설

여자는 식료품 가게 사건의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남자에게 지난
밤 본 것을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남자는 지난밤 상황에 대해 자세하
게 말한 후, 여자에게 도둑을 꼭 잡으라고 말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

남 멋졌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강력했고, 당신의 새 노래는 흥미진진

했고, 춤 스타일은 역동적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 그 말을 들으니 행복해요. 음, 새로 온 댄서가 정말로 춤을 잘 춘

것 같아요.

장 적절한 것은 ② ‘경찰 - 목격자’이다.

남 그래요. 그의 춤은 정말로 관객들에게 감명을 주었어요.
여 내 생각도 그래요. 좋아요, 다음 스케줄은 뭐죠?
남 저녁을 먹기 전에 ABC 신문사와 인터뷰가 있어요.

4

④

여 그 인터뷰는 얼마나 걸릴까요?
남 약 30분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ACE 백화점 20주년을 축

하하여 ACE 백화점의 특별 무대에서 노래 두 곡을 부르기로 되어

해석

남 실례합니다, 뭐 필요하신가요?
여 네, 당신이 준 헤드셋이 고장 난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

도 들을 수 없어요.
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네, 고장 났네요. 새것으로 가

져다 드릴게요.
여 고맙습니다.
남 천만에요. 제가 도와드릴 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여 아, 보스턴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남 6시 20분에 보스턴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금은 3시 10분입

니다.

있어요.
여 그게 오늘 다 인가요?
남 네, 그래요. 백화점에서 공연이 끝난 후 바로 집으로 데려다줄게요.
해설

대화 초반에 여자가 자신의 공연에 대해 묻자 남자는 목소리, 노래, 춤 모두
완벽했다고 말한다. 이후 여자가 다음 스케줄이 무엇인지 묻자, 남자는 인터
뷰와 백화점에서의 공연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공연이 끝나면 여자를 집으
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이런 대화의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수 - 매니저’임을 알 수 있다.

여 그러면 세 시간을 더 가야 하는군요. 정말로 긴 비행이에요.
남 재미있는 영화가 7번과 9번 채널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

들 중 한 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 읽을 것은 무엇이 있나요? 소설 또는 패션 잡지가 있나요?
남 James King이 쓴 추리 소설만 몇 권 있습니다. 새 헤드셋과 함께

추리 소설 한 권을 가져다드릴까요?
여 네, 가져다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 천만에요. 즐거운 비행하십시오.

여자가 보스턴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묻자, 이에 남자는 세 시간 정도
단기특강 듣기편

④

해석

남 자, 결정을 내리셨나요?
여 글쎄요, 아직요.
남 무엇 때문에 망설이시나요? 고객님이 요구했던 것처럼 집 근처에

좋은 유치원이 있고, 대형 쇼핑몰 또한 가까이 있습니다.
여 당신이 권유했던 집이 딱 제가 찾던 집이에요.

해설

10

6

남 그러면 왜 그 집을 세내지 않으시는 거죠?

여 음, 그건 임대료 때문이에요. 한 달에 1,200달러는 저에게 너무

비싸요. 전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은 지불할 여유가 없어요.
남 임대료는 협상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 아니요, 말하지 않았어요. 임대료가 정말로 협상 가능한가요?
남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200달러까지 인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8

③

해석

남 저, 이 꽃병을 어디에 둘까요?
여 창문 옆에 작은 탁자 보이시죠? 그 탁자 위에 놓아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여 만약 그녀가 응해준다면, 당장 계약서에 사인할게요.

여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를 할게요.

남 약 한 시간 정도 안이요. 우리는 아직도 냉장고와 피아노를 포함한

해설

몇 가지 큰 물건들을 옮겨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권유한 집이 마음에 들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한다.

여 알았어요. 당신은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에 남자는 임대료가 협상 가능하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

달라고 말하겠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부동산
중개인 - 고객’이다.

까요? 목이 약간 마르네요.
여 그럼요!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제 짐을 옮기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을 왜 세내지 않느냐는 남자의 물음에 여자는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가 집 계약

남 그렇게 할게요. 당신은 여기서 즐겁게 살 것 같아요.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 고마워요. 좋아요, 지금 가서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릴게요.

을 망설였던 이유는 ① ‘임대료가 비싸서’이다.

해설

냉장고와 피아노를 포함한 몇 가지 큰 짐들을 옮겨야 한다는 남자의 말에 여
자는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

7

①

이든 말하라고 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이삿짐센터
직원 - 이사 의뢰인’이다.

해석

여 안녕하세요, Brown 씨.
남 안녕하세요, Sally.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여 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서 소포를 부쳤어요.
남 고마워요. 오늘 오후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여 먼저 노조 지도자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할 것입

니다.
남 오, 준비할 시간이 약 30분 정도 밖에 없네요. 판매 보고서 10부

다 만들었나요? 그 회의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해서요.
여 이미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 좋아요! 당신은 언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다음은 뭔가요?
여 4시에 시 의회의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현재의 주택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남 알았어요! 고마워요, Sally. 당신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

르겠어요.
여 천만에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남자가 자신이 오후에 해야 할 일을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남자의 일정을
말해준다. 이에 남자는 여자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여자가 없으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자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
사 - 비서’이다.
오답노트

② 종업원 - 손님
③ 분석가 - 마케팅 담당자
④ 노조 지도자 - 노조원
⑤ 집주인 - 건축가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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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강

여 네, 그래요.

그림 내용 불일치

남 탁자 앞에 있는 저 화분들은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요? 샀나요?

대표 기출 Best

p.32

여 아니요. 꽃 가게에서 빌려왔어요.

④

남 잘하셨네요. 이제 전시회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군요.
해설

해석

천장에는 별이 매달려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초승달이 매달려 있으므로

남 안녕하세요, Miller 선생님. 저는 Joshua의 아버지입니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여 안녕하세요, Smith 씨. 학부모와 교사 모임에 와 주셔서 감사합

니다.
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방은 멋있네요. 와! 벽을 좀 보세요.
여 아시다시피, Joshua는 사자와 판다 사이에 있는 코끼리를 무척 좋

아해요.

2

④

해석

남 아이가 천장에 매달린 모빌도 좋아하나요?

남 Jenny,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여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함께 만들었죠.
남 아이들이 굉장히 잘했네요. 책장 옆에 있는 저 장난감 공룡이 좋아

보이네요.
여 오, 아이들이 공룡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저기

에다 두었어요.
남 재밌겠네요.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에 상자가 두 개 있네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여 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사탕을 좀 샀

거든요.
남 그렇군요. 크리스마스트리가 굉장히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트리 꼭대기에 있는 별이 무척 예뻐요.
여 감사합니다. 곧 회의가 시작될 거예요.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Smith 씨.

여 굉장했죠.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전거를 타고 돌

아와서 쉬는 동안 찍은 거예요.
남 그래서 자전거가 옆에 있군요. 당신 둘 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을 보니, 그곳의 햇볕이 무척 강했던 것 같군요.
여 네. 덥고 맑았어요. 남편은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모자도 항상 쓰고

있었어요.
남 그렇군요, 얼마나 더웠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은 Sea

Animals’ World인가요?
여 잘 알아맞혔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남 당신 뒤에 있는 튜브에 적힌 말을 보고요.
여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바다 동물들을 봤어요. 벤치 위에 있는 이 문

어 모양의 동상을 보세요.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로 유명하답니다.
남 오, 흥미롭네요.
여 그 동상 위에 저 모자를 올려둔 사람은 남편과 저예요.
남 하하! 당신 둘은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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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설

벤치 위에 문어 모양의 동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바다코끼리 모양의
동상이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3
③

④

해석

여 여보, 우리 거실이 멋져 보이네요!
남 와, 천장에 걸려 있는 샹들리에를 좀 봐요.

해석

남 Brown 선생님, 이 방을 교내 미술 전시회에 맞도록 아주 훌륭하

게 준비해 두셨군요.
여 그 말을 들으니 기뻐요. 벽에 걸린 저 그림들을 보세요. 아름답지

않나요?
남 그러네요.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 그림들 옆에 풍선을 놓으셨군요.
여 학생들이 도와줬어요. 그 아이들은 그것을 무척 즐겼답니다. 그들

은 천장에 매달린 별을 만드는 것도 즐겁게 했어요!

여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저는 벽에 걸린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
남 그 그림이 우리 거실을 더 아름답게 해 주네요. 여보, 그림 옆에 책

장을 놓은 것은 당신 생각이었어요?
여 네. 그게 우리가 책을 더 많이 읽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

을 거예요.
여 중앙에 있는 탁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각 탁자를 사지 않

은 게 후회돼요.

남 별이 아름답군요!

남 후회하지 말아요. 틀림없이 이 원형 탁자가 훨씬 더 나아요.

여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어요?

여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남 오, 그럼요. 탁자 위에 있는 동물 모양의 작품들을 보니, 동물의 왕

남 어쨌든, 탁자 위에 있는 사과 먹어도 되나요?

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맞나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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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론이죠. 어서 드세요.

예요. 그거면 충분할까요?

해설

여자가 사각 탁자를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자 남자가 이 원형 탁자

남 물론이죠. 그리고 나는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채

가 훨씬 더 좋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거실에 있는 탁자는 둥글

소로 가득 찬 그릇이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을 나타내 주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는 사각 탁자가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

네요.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여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그릇 옆에 있는 포크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세요?
▶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의 탁자 위에 있는 사과를 먹어도 되는
지 묻는 말에 대해 여자가 승낙했으므로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남 채소 그릇과 잘 어울려요.
여 좋네요. 이 쿠폰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식당으로 끌어 모으기를

바라요.

할 일은 ① ‘사과 먹기’이다.

해설

여자가 그릇 옆에는 포크가 그려져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숟가락이 있
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4

⑤
▶ 대화에서 할인 쿠폰에 대해 만료일(2018년 7월 5일)과 제작 매수
(2,000매)는 언급되었으나, ② ‘할인율’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석

남 Alice, 주말 어땠니?
여 굉장히 좋았지. 우리 가족은 캠핑을 가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

냈어. 이봐, 내가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게.
남 와, 무척 행복해 보인다. 기타를 치고 있는 이 분이 틀림없이 너희

아버지시겠구나.
여 응. 아버지는 기타를 치셨고 나는 옆에서 노래를 불렀어.

6

⑤

해석

남 거기는 춥지 않았니? 넌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네.

남 엄마,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가방

여 아니, 춥지 않았어. 따뜻했어.

을 만들었어요.

남 넌 분명 아버지 뒤에 있는 저 텐트에서 잤겠구나.

여 와, 네가 그것을 혼자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구나!

여 응. 우리는 함께 텐트를 쳤어.
남 너희 어머니와 오빠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네. 무척 행복해 보여.
여 어머니가 오빠에게 배드민턴 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야.
남 그는 틀림없이 그것을 즐겼을 거야. 이봐, 너희는 모닥불을 준비하

던 것 같네.

남 마음에 드세요?
여 물론이지! 이 눈사람은 정말 귀여워 보여! 사랑스러운 장갑을 끼고

있구나.
남 엄마가 눈사람을 좋아하신다니 기분이 좋네요. 산타클로스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그래. 이 사진이 찍혔을 땐 아직 불을 지피지는 않았어.
남 난 네가 무척 부러워. 우리 부모님께도 캠핑 가자고 부탁해야겠어.

여 모자를 쓰고서 환하게 웃고 있구나. 행복해 보여.
남 음, 그의 손을 좀 보세요, 엄마. 그는 양손에 선물을 하나씩 쥐고

있어요. 저는 올해 선물을 두 개 받으면 좋겠어요.

해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직 모닥불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불이 지펴져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여 David, 넌 올해 커다란 선물을 받을 거야.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난 알아.
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여 물론이지. 루돌프가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게 귀엽구나. 썰매를 끄는

동안에 춥지 않겠어.

5

⑤

해석

여 White 씨, 저는 방금 우리의 할인 쿠폰 디자인하는 것을 다 끝냈

어요.
남 오, 봐도 될까요?

남 맞아요. 그리고 위쪽에 Merry Christmas라는 말을 보세요. 저는

철자를 틀리게 쓰지 않았어요.
여 와, 정말 잘했구나!
해설

남자가 Merry Christmas라는 말이 위쪽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아
래에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여 물론이죠. 저는 우리의 상징인 토끼를 우리 식당 이름 옆인 오른쪽

상단에 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좋아 보이네요. 만료일은 어디에 넣었어요?
여 여기요. 그것은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만료일은 2018년 7월 5일

이에요.
남 오, 거기 있군요. 일련번호도 썼네요.
여 네. 제가 그것을 왼쪽 하단에 두었어요. 쿠폰을 2,000매 만들 거

7

④

해석

여 Smith 선생님, 내일 졸업식을 할 무대가 아름다워 보이네요.
남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아이들은 무대를 장식하
정답과 해설

13

는 동안 매우 즐거워했답니다.
여 모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오, 왼쪽 상단에 있는 태양이 환하게

06 강

할 일·부탁한 일 파악

미소 짓고 있네요. 마치 태양이 우리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있
는 것 같아요.

p. 40

④

대표 기출 Best

남 네, 그러네요.
여 저는 중앙에 있는 무지개가 마음에 들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

어졌나요?
남 낡은 옷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지개의 양쪽 끝에 구름을 하

나씩 만드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여 와, 아이들이 똑똑하네요. 구름 위의 나비들도 역시 그들이 만들었

나요?
남 아니요,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은 만

들 수가 없었어요.

해석

여 여보, Tony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이 사진 좀 보세요.
남 우리 아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는지 믿을 수 있나요?
여 그래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Tony의 첫 번째 학예회가 오늘 오후

라는 게 믿기 어려워요.
남 알아요. Tony의 연극을 녹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다 준비했나요?
여 음, 저기 있는 가방에 비디오카메라를 넣어놨어요.
남 좋아요. 여분의 메모리 카드는요?

여 그렇군요.

여 오, 맞아요. 연극 전체를 녹화하려면 아마 또 다른 메모리 카드가

남 하지만 무지개 아래에 있는 꽃들은 아이들이 함께 만들었죠.

필요할 것 같아요.

여 그랬어요? 꽃들이 무척 사랑스럽고 아름답네요.

남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낫겠죠.
여 맞아요. 가서 메모리 카드를 찾아볼게요. Tony의 의상은 이미 찾

해설

여자가 구름 위에 나비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새들이 있으므로 대
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아왔나요?
남 당신이 메모리 카드를 찾는 동안에 내가 세탁소에 가서 찾아올게요.
여 알았어요, 좋아요.

8

⑤

해석

남 와, 이것이 우리 마술쇼의 포스터인가요?
여 네. 거의 완성했지만 저는 시간과 장소를 써넣어야 해요.
남 오, 제가 당신에게 요청한 대로 중앙에 마술 모자를 그렸네요.

pp. 41~42

여 네, 그랬어요. 그 모자 안에 토끼 한 마리를 추가했어요. 어떠세요?
남 귀만 보이네요. 그 토끼가 모자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 저는 그것이 이미 모자 밖으로 나온 토끼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

해요.

1①
7②

남 나도 동의해요. 모자 밖으로 날아서 나오고 있는 이 비둘기도 마음

2②
8⑤

3③

4①

5⑤

6⑤

2②

에 들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비둘기로 마술을 할 거잖아요.
여 그것이 바로 제가 그것을 거기에 둔 이유죠.
남 잘했어요!
여 저는 윗부분의 중앙에 The Magic Show라고 썼는데. 그것을 하

단에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남 아니요, 지금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마술 지팡이를 그린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여 좋아요. 이제 저는 포스터 안에 나머지를 넣고 그리기를 끝낼게요.

1

①

해석

여 John, 내 공연 어땠어?
남 멋졌어! 너 플루트를 정말 잘 연주하더라.
여 그 말을 들으니 기뻐. 알잖아, 난 공연을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했

거든.

해설

남자는 The Magic Show라는 말 옆에 마술 지팡이를 그린 게 좋은 생각
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지팡이가 모자 옆에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남 응. 네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다면, 공연이 이렇게 성공할 수 없

었을 거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여 고마워. 근데, John, 우리 플루트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어?
남 응. 난 너희 동아리에 가입할 거야.
여 잘 결정했어. 너 아직 플루트는 안 샀지, 그렇지?
남 안 샀어. 이번 주말에 하나 살 거야. 내가 좋은 플루트를 고를 수

있게 도와줄래?
여 넌 플루트를 사지 않아도 돼. 나에게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플루트

가 있어. 그걸 내일 네게 줄게.
남 정말? 고마워, Tiffany. 그럼 내가 너에게 근사한 점심을 사줄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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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직 안 돼요. 우리는 아직 텐트도 치지 않았잖아요.

해설

여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플루트를 남자에게 주겠다고 말했으므

남 맞아요. 그리고 점심도 먹어야 해요. 사실, 난 배가 약간 고파요.

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은 ① ‘그에게 플루트 주기’이다.

여 나도요. 집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네요.
남 그러면 내가 텐트를 치는 동안 당신은 먹을 것 좀 만들어 주겠어요?

오답노트

여 그럼요! 이제까지 중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② 플루트 콘서트에 가기
③ 그가 플루트 고르는 것 도와주기
④ 그에게 플루트 연주하는 법 가르쳐 주기
⑤ 플루트 콘서트 입장권 예매하기

남 기대되네요!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 약 10분 정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남 알았어요. 점심 먹고 바로 해변으로 가요.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여자가 샌드위치를 만
들겠다고 대답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은 ③ ‘샌드위치 만들기’이다.

2

②

4

해석

①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Cindy입니다.

해석

남 안녕, Cindy. 나야, Robert.

여 마침내 손님들이 다 갔네요!

여 안녕, Robert!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서 너를 볼 수가 없네.

남 있잖아요, 모두가 굉장한 집들이였다고 말했어요.

남 그게, 사무실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금 경찰서야.

여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의 파티를 멋지

여 오, 너 괜찮니?

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의 바비큐였어요.

남 다행히, 나는 괜찮아. 단지 내 차가 약간 파손되었어.

남 모든 음식이 다 훌륭했죠.

여 천만다행이다! 사무실엔 언제 올 수 있을 것 같니?

여 자, 이제 우리는 집을 청소해야 해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남 약 두 시간 후? 사고에 대해 경찰이랑 보험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

남 맞아요. 먼저 내가 싱크대에 있는 접시들을 설거지할게요.

하거든.

여 좋아요. 나는 거실과 욕실을 청소할게요.

여 알았어. 내가 네 상황에 대해 부장님께 말할게.

남 욕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미 처리했거든요.

남 고마워. 그리고 내 책상 위에 있는 판매 보고서를 부장님께 전해줄

여 정말요? 빠르네요. 고마워요.

수 있는지 궁금해. 그분은 오늘 아침 회의에 그게 필요하시거든.

남 집을 청소한 후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여 물론이지. 그건 걱정하지 마.

여 내 마음이랑 똑같아요! 내가 영화 보는 동안 먹을 팝콘을 만들게요.

남 고마워. 곧 봐.

남 완벽하네요!

해설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오늘 결근한 이유를 밝힌 후 책상 위에 있는 판매 보고서를

집들이 후에 여자가 집을 청소하자고 하자 남자는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

부장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② ‘보고서

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은 ① ‘설거지하기’이다.

를 부장에게 주기’이다.
오답노트

5

① 경찰서로 오기
③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하기
④ 보험 회사와 이야기하기
⑤ 그의 차를 정비공에게 맡겨 수리하기

⑤

해석

남 여보, 이 딸기들 좀 봐요. 정말 신선해요.
여 네. 올해 수확이 좋을 것 같아요.
남 그건 모두 우리가 이 더운 온실에서 일 년 내내 열심히 일했기 때

▶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사무실에 가지 못한 이유는 ② ‘교통사고를 당해서’이다.

문이에요.
여 맞아요. 다음 주에 딸기를 따는 게 어때요?
남 좋아요! 그때까지는 딸기가 수확할 만큼 충분히 익을 것 같아요.
여 음, 오늘 오후에 우리 딸기를 구입할 몇몇 상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3

겠어요.

③

남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딸기를 팔려고 내놓을

것이라고 블로그에 글을 쓸게요.
해석

남 Jenny, 저기 해변을 봐요!
여 와. 아름답네요. 휴가를 해변에서 보내기로 결정해서 너무 기쁘네요.
남 나도 그래요. 오, 난 지금 당장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블로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딸기를

사기를 바라요.
남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무도 우리 딸기의 달콤한 맛에 저항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정답과 해설

15

해설

해설

여자는 딸기를 구입할 상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여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포스터 붙이는 일을 맡겠냐고 물었고 남자가 수락했으므로

오늘 오후에 할 일은 ⑤ ‘상인들에게 연락하기’이다.

남자가 할 일은 ② ‘포스터 붙이기’이다.
오답노트

6

⑤

해석

① 선물 사기
③ 파티 홍보하기
④ 식당 예약하기
⑤ 초대장 만들기

여 Ian, 닭장에서 달걀을 집어 왔나요?
남 네, 집어 왔어요. 오늘은 달걀이 7개 있었어요.
여 좋아요. 점심에 그 달걀로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남 난 당신의 오믈렛이 좋아요. 고마워요, 여보.
여 천만에요. 점심 먹고 뭐 할 거예요?
남 소들이 먹을 건초를 사야 돼요. 건초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

러죠?

8
해석

여 장 교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 그럼! 네 영화 평론 점수에 관한 거니?

여 소 울타리의 일부분이 파손된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B +를 받았는데 그 점수에 만족해요.

남 네, 알고 있어요. 내일 그것을 수리할 거예요.
여 내일이요? 그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남 그래? 그러면 나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
여 음, 제가 교내 영화 동아리의 회원인 거 아시죠, 그렇지 않나요?
남 당연히 알지. 이번 학기 초에 내가 너한테 그 동아리에 가입하길

남 그러면 소에게 줄 건초는 어떡하죠?

권유했잖아.

여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좀 사 올게요.

여 맞아요. 저희 동아리가 다음 달 교내 축제 동안에 영화 대회를 개

남 좋아요, 그럼 내가 울타리를 처리할게요.

최할 거예요.

해설

남 그거 좋은데. 내가 도와줄 것이라도 있니?

남자가 파손된 소 울타리를 내일 수리하겠다고 하자, 여자는 오늘 오후에 해
줄 수 있냐고 물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⑤ ‘파손된 울타리
수리하기’이다.

여 네, 있어요. 대회에 세 분의 심사 위원이 필요하거든요. 교수님께

서 그 중 한 분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남 물론이지!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보게 되다니 벌써 신이 나는구나.
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오답노트

남 좋아.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줘서 고맙구나.

① 오믈렛 요리하기
② 소가 먹을 건초 사러 가기
③ 닭장 살펴보기
④ 그녀가 점심 준비하는 것 도와주기

해설

여자는 영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남자에게 심사 위원이 되어
줄 수 있냐고 물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⑤ ‘영화 대회의 심
사 위원 되기’이다.
오답노트

7

②

해석

남 Susan, 클럽 파티에 적당한 식당을 찾았니?
여 그래, 찾았어. Alex 거리에 있는 Rainbow 식당이 어때?
남 오, 완벽한 것 같아. 요즘, 많은 파티가 거기서 열리잖아.
여 맞아. 그런데, 파티를 위한 초대장을 만들었니?
남 당연히 만들었지. 내가 이미 클럽 회원 모두에게 이메일로 보냈어.
여 좋아. 이제 우리는 교내 곳곳에 파티 포스터를 붙이기만 하면 돼.
남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여 한 가지 더? 뭔데?
남 우리는 참석자를 위해 선물을 좀 사야 해.
여 이런, 깜박 잊었어. 좋아, 그러면 네가 포스터를 맡을래? 나는 선

물을 신경 쓸게.
남 난 좋아. 사실, 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거든.

16

⑤

단기특강 듣기편

① 영화표 예매하기
② 영화 동아리 홍보하기
③ 영화 평론 교정하기
④ 괜찮은 영화 동아리 추천하기

07 강

본은 한 부에 5달러가 드는데 2부라서 1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숫자 정보 파악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38’이다.
p.47

③

대표 기출 Best

내용 더 보기

센트(Cent)

미국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로, 1 달러의 1/100을 나타낸다. 즉, 100센트가
모이면 1달러가 된다.

해석

남 안녕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기념품을 좀 사고 싶어요. 기념

품 자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여 그럼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자석이 많이 있습

니다. 이 깃발 모양의 자석은 어때요?

2

②

남 그것도 좋지만, 이 비행기 모양 자석이 더 좋아요. 제 아들들이 비

행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얼마죠?

해석

여 10달러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좋아요, 이것을 두 개 살게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줄 것도 좀 고르

남 제 배드민턴 채에 줄을 끼우고 싶은데요.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고 싶어요.

여 그럼요! 대략 2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 이 동물 모양의 열쇠고리는 어때요? 한 개에 5달러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얼마죠?

남 좋은데요. 이것을 6개 주세요.

여 손님이 원하는 줄에 따라 다릅니다. 흰 줄은 10달러이고, 빨간 줄

여 알겠습니다. 다른 필요한 것은요?

은 20달러입니다.

남 이게 다입니다. 호텔에서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남 비싸네요. 왜 빨간 줄이 흰 줄 가격의 두 배인 거죠?

여 네. 그것으로 총액에서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 빨간 줄은 전문 선수용이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남 좋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 있습니다.

남 음, 저에겐 흰 줄이면 충분한 것 같네요.
여 알겠습니다.
남 아, 전 배드민턴 공도 좀 사고 싶어요.
여 한 개에 2달러입니다. 배드민턴 공이 몇 개 필요하세요?
pp. 48~49

1③
7④

2②
8③

3①

4③

5④

6②

남 3개 주세요. 그게 다예요.
해설

남자는 배드민턴 채에 10달러인 흰 줄을 끼우기로 하고 2달러인 배드민턴
공도 3개 구입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16’이다.

2②

▶ 여자가 빨간 줄은 20달러이며 전문 선수용으로 흰 줄 보다 더 오래
간다고 말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 ‘흰 줄은

1

③

선수용이다.’이다.

해석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이 서류를 2부 복사해 주시겠어요?
남 그럼요! 이 서류는 몇 쪽이죠?
여 200쪽입니다. 얼마인가요?
남 흑백 복사는 한 장당 7센트이고, 컬러 복사는 한 장에 10센트입

니다.
여 흑백 복사로 해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한 부에 14달러 되겠습니다. 복사본을 제본해 드릴

까요?
여 네. 제본 비용은 얼마죠?
남 한 부에 5달러입니다.
여 알겠어요, 둘 다 제본해 주세요. 언제 다 될까요?
남 약 10분 정도 후에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해설

3

①

해석

여 안녕하세요, 놀이공원 입장권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남 두 종류의 입장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 입장권인데 가격은 20

달러이고, 다른 것은 노란색 입장권이고 30달러입니다.
여 30달러요? 그 두 개의 입장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 노란색 입장권이 있으면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 음, 저희는 노란색 입장권이 필요한 것 같지 않네요. 녹색 입장권

을 주세요.
남 그러죠. 몇 장의 입장권이 필요하세요?
여 어른 두 명과 어린이 한 명이요.
남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른 입장권 가격의 절반만 지불하면 됩니다.

여자는 총 200쪽짜리 서류를 흑백으로 2부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흑

여 아주 좋네요. 제 아들은 여덟 살이거든요.

백 복사는 한 장당 7센트이므로 복사 비용은 2800센트 즉, 28달러이다. 제

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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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용카드로 해 주세요.

내용 더 보기

해설

안경점에 처방전을 보여준 이유?

여자는 녹색 입장권으로 어른용은 두 장, 어린이용은 한 장을 구입하였다. 어
른용 녹색 입장권은 한 장에 20달러이고, 어린이용은 어른 요금의 절반이라

미국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려면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에
처방전을 받아 안경점에 보여주어야 한다.

고 했으므로 10달러이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50’이다.

4

③

해석

6

②

해석

여 John, 여기서 사고 싶은 신발이 있어?

남 도와드릴까요?

남 응, 한 켤레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여 네. 저는 쌍둥이 딸들을 위한 자전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 그래? 그 신발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남 따님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남 음, 가격은 40달러인데, 나는 지금 31달러밖에 없어.
여 그러면 넌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9달러가 필요하구나. 좋아, 내가

너에게 그 돈을 빌려줄게.

여 12살입니다. 그들을 위한 괜찮은 자전거가 있나요?
남 그럼요! 이 노란 자전거는 어떠세요? 저희 가게에서는 최신 자전

거입니다.

남 오, 고마워, Alice.

여 좋아 보이는군요. 얼마죠?

여 천만에.

남 150달러입니다.

남 다음 주에 급여를 받으면 갚을게.
여 좋아. 아, 너 지난주에 나에게 12달러 빌린 거 기억하지, 그렇지

않니?

여 음, 제게는 약간 비싸군요. 더 저렴한 것이 있나요?
남 그러면 이 분홍 자전거는 어떠세요? 노란 자전거보다 30달러 더

저렴합니다.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좋습니다.

남 당연하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다음 주에 내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을게.

여 오,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이 분홍 자전거를 두 대 살게요. 아,

헬멧도 사고 싶은데요.

여 알았어.

남 제가 손님이 사신 자전거에 이 분홍 헬멧 두 개를 무료로 얹어 드

릴게요. 개당 5달러에 파는 겁니다.

해설

지난주에 여자에게 12달러를 빌린 남자는 신발 구입 때문에 9달러를 또 빌

여 인심이 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렸으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빌린 총 금액은 ③ ‘$21’이다.

남 천만에요.
해설

5

④

여자는 분홍 자전거를 두 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분홍 자전거는 150달러인
노란 자전거보다 30달러 더 저렴하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240’이다.
해석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저는 Clean Eyes에서 만든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사고 싶어서

요. 여기 제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 한번 볼게요. [잠시 후] 이리 오세요. 이것들이 Clean Eyes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음… 이 박스에는 콘택트렌즈가 몇 개나 들어있나요?
여 40개가 있고, 가격은 50달러입니다.
남 렌즈가 더 많이 들어 있는 박스도 있나요?
여 네, 있습니다. 큰 박스에는 100개가 있고, 가격은 단지 90달러입

니다.
남 100개에 90달러요? 그러면 작은 박스보다 이것을 사는 게 더 낫

겠군요.
여 네, 대부분의 손님들은 큰 박스를 구입합니다.
남 알았어요, 큰 박스로 두 개 살게요.
여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남 신용카드로 해 주세요.

④

해석

남 실례합니다, 여기 수영 교실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여 수영 실력에 따라 세 개의 반이 있습니다. 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으세요?
남 아니요, 없습니다.
여 그러면 기초반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월 회비는 얼마인가요?
여 한 달에 40달러지만, 두 달치를 한꺼번에 내시면, 총액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오, 좋은데요. 알았어요, 지금 두 달치를 등록할게요.
여 감사합니다. 먼저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아, 저에게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15달러 할인 쿠

폰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여 죄송하지만, 손님께서는 이미 10% 할인을 받으셨으므로 그 쿠폰

해설

남자는 콘택트렌즈가 100개 들어 있는 박스를 두 개 구입하기로 했는데, 한
박스에 90달러이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1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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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설

한 달 수강료가 40달러인 수영반에 등록하기로 한 남자는 두 달치를 한꺼번

08 강

도표 정보 파악

에 내면 총액에서 10%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수영 교실을 두 달 등록하
기로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72’이다. 마지막에 15달러 할인
쿠폰은 사용할 수 없다는 여자의 말에 유의한다.

p.54

③

대표 기출 Best
해석

8

③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가구를 2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어요.
남 네, 맞습니다. 어떤 가구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 식탁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음… 이 갈색의 직사각형 식탁이

좋아 보여요. 얼마죠?
남 원래 가격은 300달러이지만, 그 가격에서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좋아요, 이 식탁을 살게요.
남 이 식탁에 쓸 의자도 필요하신가요?
여 네, 필요해요. 이 식탁에 어울리는 의자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 이 의자들은 어떠세요? 디자인이 손님께서 고른 식탁과 잘 어울립

니다.
여 오, 좋은데요. 얼마죠?
남 한 개에 16달러이고, 할인된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은 20달러였

습니다.

남 Jay의 조명 기구 판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

릴까요?
여 거실에서 쓸 마루용 램프를 사러 왔습니다.
남 여기, 이 목록을 보세요. 선택하실 수 있는 모델이 다섯 개 있습니

다. 어떤 특별한 것을 찾으세요?
여 네. 높이가 너무 낮아서는 안 돼요. 130cm보다 더 큰 것을 사고

싶거든요.
남 그러면 이 네 개의 모델은 어떠세요? LED 전구로 하시겠어요?
여 네, 그럴래요. 일반 전구보다 수명이 더 기니까요.
남 그리고 LED 전구가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저는 당연히 LED

전구를 권유합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여 음, 50달러 넘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남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개 남았어요. 어느 색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 음…, 흰색으로 할게요.
남 잘 선택하셨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어요? 아니면 신용카드

로 지불하시겠어요?
여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여 음… 좋아요. 이 의자 두 개 살게요. 아, 배송 서비스가 있나요?
남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해설

여자는 원래 가격이 300달러인 식탁을 20% 할인 받아서 240달러에 구입
한 후, 한 개에 16달러인 의자를 2개 더 샀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272’이다.

pp. 55~57

1⑤
7⑤

2②
8①

3①

4⑤

5③

6②

7②

1

⑤

해석

여 여보, 여기 아기용 미끄럼틀 광고가 있어요. 우리 이걸 보고 Sally

를 위해 하나 구입해요.
남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상표의 아기용 미끄럼틀을 사야 될까요?
여 Smile World에서 나온 것 빼고는 어떤 미끄럼틀도 괜찮을 것 같

아요. Smile World의 미끄럼틀은 너무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남 알았어요, 그러면 Happy Baby 또는 Rainbow에서 만든 미끄럼

틀을 사요.
여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음… 50달러 이하? 내 생각에 50달러가 넘는 아기용 미끄럼틀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여 내 생각도 그래요. 색깔은요?
남 당연히 노란색을 사야죠. Sally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잖

아요.
여 네, 맞아요. 자, 이제 미끄럼틀이 두 개 남았어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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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5미터가 넘는 미끄럼틀은 Sally에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

게 생각하지 않나요?

남 내 마음이랑 똑같네요. 좋아요, 지금 바로 이곳을 예약할게요.
해설

여 전적으로 동의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요.

두 사람은 서귀포나 중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하루 숙박료가 50달
러가 넘지 않는 트윈 베드룸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아침 식사를

해설

두 사람은 5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Happy Baby 또는 Rainbow의 제품

제공하는 곳을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예약할 게스트하우스는 ①이다.

인 노란색 미끄럼틀을 사기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높이가 1.5m를 넘지 않
는 것으로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구매할 미끄럼틀은 ⑤이다.

2

내용 더 보기

트윈 베드룸(Twin Bedroom)과 더블 베드룸(Double Bedroom)

②

숙박업소의 객실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트윈 베드룸은 침대가 두 개 놓인
객실을, 더블 베드룸은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큰 침대가 하나 있는 객실을
각각 의미한다.

해석

여 여보, 이 광고를 보고 새로운 로봇 진공청소기를 사는 게 어때요?
남 내 마음이랑 똑같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오래

4

⑤

되었어요.
여 맞아요. 마음에 두고 있는 특정 상표가 있나요?

해석

남 음, 난 Sun은 좋아하지 않아요. Sun에서 나온 로봇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잘 흡입하지 못하거든요.

남 Alice, 무엇을 보고 있니?
여 다음 학기 체육 수업 시간표야.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 결정했어?

여 좋아요. 그러면 King & Queen나 Bio Happy에서 나온 것 중

한 개를 사요.

남 응, 난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 나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는 게 어때?
여 미안하지만, 난 이번엔 활동적인 것을 수강하고 싶어.

남 색깔은 어때요? 나는 빨간색보다는 검은색이 더 좋아요.

남 그러면 재즈 댄스는 어때? 그건 매우 활동적이야.

여 나도 그래요. 이제 남아 있는 로봇 진공청소기가 두 대 있어요. 어

여 사실, 그게 내가 수강하고 싶었던 건데, 난 수강할 수 없어.

느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남 왜 못 해?

남 음… 이것은 30달러 더 저렴하고, 다른 하나는 보증 기간이 더 길

어요.

여 그게, 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에 교내 도서관에서 시간제 일

을 하거든.

여 나는 보증 기간이 더 긴 것을 사고 싶어요. 당신은요, 여보?

남 그래? 아쉽다. 그러면 너는 배드민턴 수업을 수강해야겠네.

남 나도 그래요. 30달러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좋아요,

여 맞아. 아, 너 지난 학기에 배드민턴 수업 들었지, 그렇지 않았니?

이것을 사요.

남 맞아. Jackson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그는 너무 엄격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어.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해설

두 사람은 King & Queen과 Bio Happy 두 상표의 로봇 진공청소기 중
에서 보증 기간이 더 긴 검은색 제품을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구매할 로봇
진공청소기는 ②이다.

여 정말? 그러면 나는 다른 수업을 수강해야겠다. 나도 너무 엄격한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거든.
해설

여자는 재즈 댄스를 수강하고 싶었지만 시간제 일과 시간이 겹쳐서 배드민
턴 수업을 수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배드민턴 강사인 Jackson 선생님이

3

①

엄격하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다른 배드민턴 수업을 수강하겠다고 했으므
로 여자가 수강할 수업은 ⑤이다.

해석

남 여보, 우리의 제주 여행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할 때에요.
여 그래요. 괜찮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나요?

5

③

남 아직요, 하지만 제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광고가 있어요. 그걸 보

고 지금 하나 고릅시다.

해석

여 그래요. 선호하는 지역이 있나요?

여 여보,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는 게 어때요?

남 서귀포와 중문이 제주 관광의 중심이라고 들었어요.

남 오, 재미있겠네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괜찮은 캠핑장이 있나요?

여 좋아요, 그러면 서귀포나 중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 하나를 골

여 여기 Greenside에 있는 캠핑장을 위한 전단지가 있어요. 이 중에

라요.
남 어떤 유형의 방이 더 마음에 드나요?
여 트윈 베드룸이 더블 베드룸보다 더 좋을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남 동의해요. 숙박료는 어때요?
여 음, 우린 하루에 50달러 넘게 지불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 한 개를 골라요.
남 음, 난 Fun Together에서는 캠핑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캠핑

을 했던 친구들이 그곳은 너무 붐빈다고 말해줬거든요.
여 정말이요? 그러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보, 산과 해변

중에서 어디에서 캠핑을 하고 싶어요?

남 그래요. 우리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해요.

남 해변에서요. 당신은요, 여보?

여 당연히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골라야죠.

여 나도 그래요. 오, 각각 다른 해변에 두 곳의 캠핑장이 있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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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요금을 내는 곳에 가는 게 어때요?

남 오, 그건 내가 기다리고 있던 거야.

남 하지만 그곳은 바비큐 시설이 없어요. 나는 캠핑 중에 바비큐를 먹

고 싶어요.

여 Springfield는 여기서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니?
남 맞아. 거기 가는 데 한 시간도 더 걸려.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

여 그래요? 그러면 이 캠핑장에 가야겠네요.

여 이 식당에 지원하는 게 어때? 넌 이전 일자리에서 주방 보조로 일

했잖아.

남 좋아요. 지금 바로 이 캠핑장을 예약할게요.

남 오, 안 돼. 난 다시는 주방 보조로 일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해설

두 사람은 해변에 있는 캠핑장 중에서 바비큐 시설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데

Fun Together는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캠핑장은 ③이다.
내용 더 보기

바비큐(Barbecue)

여 알았어. 시간당 임금은 어때?
남 난 전에 12달러를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적어도 12달러는 받

고 싶어.
여 그래야지. 음… 네가 찾는 것을 제공하는 식당이 두 개 남았어. 어

느 식당에 지원할 거니?

원래 돼지나 소 등을 통째로 구운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현재는 불에
직접 구운 요리를 통칭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바비큐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나 바비큐 기구를 뜻하기도 한다.

남 음, 난 학교 공부 때문에 주말에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식당에 지원해야 해.
여 좋아. 그들이 널 채용하면 좋겠다!
해설

남자는 Springfield 이외의 지역에서 시간당 12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6

②

주방 보조 이외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
도 되는 일자리를 골랐으므로 남자가 지원할 일자리는 ⑤이다.

해석

남 Sally, 너 한 달 전쯤에 중고차를 샀지, 그렇지 않았니?

▶ 남자는 여자의 주방 보조일 제안에 너무 힘들어 주방 보조로 일하고

여 맞아. 왜? 너도 한 대 사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남 응, 하지만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이 전단지에서 한 대

고르는 것을 도와줄래?
여 그럼! 음…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는 네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남 내 생각도 그래. 너무 오래된 차를 사고 싶지는 않거든. 연료 유형

은 어때?
여 서울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디젤차가 가솔

린차보다 더 경제적이야.

8

①

해석

여 여보, 우리 여름휴가 동안에 해외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남 그러면 나는 디젤차를 사야겠구나.

남 좋아요. 여행을 가게 돼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여 맞아. 음… 네 예산은 얼마야?
남 최대 8,000달러야. 난 차 하나에 8,000달러 넘게 쓸 수는 없어.
여 좋아, 이제 전단지에 고를 수 있는 차가 두 대 남아 있어. 넌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 당연하죠!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지금 한 곳을 골라요.
남 좋아요. 음, 우리가 작년에 서울을 갔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가

고 싶지는 않아요.
여 동의해요. 당신 휴가는 얼마나 길죠?

남 당연히 알지. 주행 거리가 더 적은 자동차. 맞니?

남 7일이라서 우리는 괌에는 갈 수 없어요.

여 그래, 맞아.

여 아쉽네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무척 좋아해서 괌을 좋아할 텐데요.
남 어쩔 수 없죠. 이번 여행의 예산은 얼마나 되죠?

해설

남자는 최대 8,000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13년 이후에 생산된 디젤차를
사기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주행 거리가 더 적은 차를 골랐으므로 남자가 구
매할 자동차는 ②이다.

여 1인당 약 1,000달러 정도? 그것이 우리가 여행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해요.
남 그러면 우리는 저 두 곳 사이에서 골라야 해요.

내용 더 보기

여 음, 나는 야간 시장 투어가 포함된 이곳이 더 마음에 들어요.
남 나도 그래요. 아이들도 아로마 마사지보다는 야간 시장 투어에 관

디젤차(Diesel car)와 가솔린차(Gasoline car)

디젤차와 가솔린차의 차이는 엔진의 종류에 있다. 디젤차에는 연료로
경유를 쓰는 디젤 엔진이, 가솔린차에는 휘발유를 쓰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
되어 있다.

심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 좋아요! 그러면 올 여름에는 이곳에 가요.
해설

두 사람은 서울을 제외한 여행지 중에서 7일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7

⑤

야간 시장 투어가 포함된 곳을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여행 상품은

①이다.

해석

여 Jason, 봐. 게시판에 새로운 일자리 광고가 있어.
정답과 해설

21

09 강

곳이라는 말이죠.

내용 일치(언급, 불일치)

남 좋네요! 한 반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나요?
p.62

여 한 반의 정원이 5명이라고 들었어요.

⑤

남 아주 좋아요! 제 딸을 거기 수영 강습에 등록시켜야겠네요.

대표 기출 Best

해설

위치(자연사 박물관 바로 건너편), 셔틀버스(제공), 수심(90cm), 정원(한 반

해석

여 여보, 아이들의 침대를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침대가 아이들

에 5명)은 언급되었으나, ④ ‘강습료’는 언급되지 않았다.

에게 너무 작아요.
남 맞아요. 새 식탁도 사야 해요. 우리 식탁은 너무 오래됐어요.
여 세계 가구 박람회가 곧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거기 가 볼까요?
남 그래요. 가구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보기에 좋은 장소일 거예요.

언제인가요?

2

⑤

여 9월 16일에서 18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아요.
해석

남 그거 잘됐네요. 어디죠?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Pumpkin Decorating Contest(호박 장식

여 Central Exhibition 센터에서 열려요.
남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까요?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가족에게 쉽고 재미있을 것입니

여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내 스마트폰으로 웹 사이트를 찾아봐요. [잠

다! 참가자들은 무료 호박을 고른 다음 가을이라는 주제에 맞게 장

시 후] 와! 50개의 해외 및 지역 회사들이 있을 거래요.

식하면 됩니다. 창의적으로 장식된 호박은 저희의 모든 손님들이

남 그거 굉장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좀 보세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

즐길 수 있도록 전시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한 개 이상의 호박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파서 조각된 호박은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 특별 강좌가 있을 거예요.

대회에 출품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그

여 좋아요. 갈 계획을 세워 보죠!

리고 호박 어디에도 이름을 쓰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께서 출품하실
때 저희는 호박과 참가 양식을 가져갈 것이고 호박에는 숫자가 부여
될 것입니다.
해설

호박 어디에도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pp.63~64

1④
7②

2⑤
8③

3③

4⑤

5④

6③

3①

1

은 ⑤ ‘호박에 이름을 써서 출품해야 한다.’이다.

3
④

③

해석

[전화가 울린다.]
남 Sunshine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해석

남 Jane,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남 제 딸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 오, 지난달에 문을 연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있어요. 제 아들이 거

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답니다.
남 거기가 어딘가요?
여 자연사 박물관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남 흠,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네요. 제 아내와 저는 차로 아이를 수영

장에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둘 다 일을 해
서요.
여 걱정 말아요. 그곳에서는 셔틀버스를 제공하니까요. 제 생각엔 아

이들에게 매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 안녕하세요, 딸의 생일을 위해 파티 룸을 예약하고 싶어요.
남 언제 파티를 열기를 원하시나요?
여 다음 주 토요일에요. 30명 정도의 어린이가 올 거예요.
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오후 3시에 방이 하나 있어요.

200달러이고요.
여 그 방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 두 시간입니다. 박물관 회원이신가요?
여 네.
남 그러시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님의 초대 손

님들은 박물관의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여 좋네요. 그 방을 예약할게요.
해설

참가 인원(30명 정도), 파티 룸 대여 비용(200달러), 파티 룸 이용 시간(두

남 어떤 점에서요?

시간), 회원 할인 혜택(10%)은 언급되었으나, ③ ‘파티 룸 장식’은 언급되지

여 수심이 90cm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상당히 안전한

않았다.

22

단기특강 듣기편

내용 더 보기

▶ 파티 룸 대여비는 200달러인데, 여자가 박물관 회원이라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180달러’이다.

휴스턴 도그쇼(Houston Dog Show)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매년 7월에 열리는 개 쇼(dog show)이다.
행사는 품종 평가, 프리스비 경연, 장기 자랑, 애견용품 장터,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4

⑤

해석

여 여러분은 유능한 서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터득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Witch’s Rock Surf Camp가 서핑 하는 법
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캠프
는 서핑을 처음으로 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수업
은 숙련된 강사들이 최소 두 시간의 강습을 해 드립니다. 비록 그
룹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강습은 매우 개별적이고 여러분의
요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서핑에 대한 개인별 비
디오 분석을 여러분 각자에게 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강사는 여러
분과 함께 그 비디오를 보고 피드백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체격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보드를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할 것은 무
한한 열정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6

③

해석

남 Stones지는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생들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Stones Youth Honor Awards는 이러한 학
생 작가들에게 매년 수여됩니다. 제출물에는 단편 소설, 시, 그리
고 수필이 포함될 수 있으며 깔끔하게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해야
합니다. 소설 작품은 1,000단어 이내여야 합니다. 매년 제출 마감
은 5월이고 수상작은 Stones지의 가을 호에 실립니다. 수상자들
은 Stones지 1년 구독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은 출판이 되어 인정을 받는 멋진 방법입니다. 여러분
은 자신의 작품에 힘을 기울였고 이제는 그것을 선보일 때입니다!

해설

보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각자 자신의 보드를 가져와야 한다.’이다.

해설

소설 작품은 1,000단어 이내여야 하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소
설 부문에는 분량의 제한이 없다.’이다.

5

④

해석

남 여보, 신문에서 Houston Dog 쇼가 곧 열릴 거라는 것을 읽었어요.

7

②

여 정말요? 아이들을 데려가서 보고 싶어요.
남 아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개들을 보고 그것들의 경쟁을 구경하는

것은 좋을 거예요.
여 네. 언제죠?
남 7월 20일에서 24일까지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요.

해석

여 Chris, 이곳이 Rockefeller 센터인가요?
남 그렇습니다. 이곳은 19개의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 시설이죠.

매일 35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보러 옵니다.

여 정말요? 어딘가요?

여 와! 이것은 언제 지어졌나요?

남 NRG 공원이요.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남 경제 대공황 중에요. 건설 중에 4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고용되

여 입장권이 비싸지 않으면 좋겠어요.
남 입장권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스마트폰으로 웹 사이트를

검색해 볼게요. [잠시 후] 아, 쇼의 첫날에는 입장료가 무료네요.
여 잘됐어요! 그리고 이 모금 행사에 우리 개 Spotty를 참가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 어떤 개라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되
어 있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Spotty도 데려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

예요.
해설

개최 기간(7월 20일에서 24일까지), 개최 장소(NRG 공원), 무료입장일(쇼

었다고 들었어요.
여 건설하는 데 꽤 오래 걸렸겠군요.
남 그랬습니다. 9년이 걸렸지요.
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남 플라자 아이스링크 위에 있는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기 위해

서죠. 실제로, 12월은 이곳을 방문하기에 가장 붐비는 시기랍니다.
여 그렇군요.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있나요?
남 물론이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있습니다.
해설

하루 방문객 수(35만 명 이상), 건설 중 고용된 노동자 수(4만 명 이상), 건축

의 첫날), 모금 행사(있음)는 언급되었으나, ④ ‘협찬 업체 수’는 언급되지 않

기간(9년), 가장 붐비는 시기(12월)는 언급되었으나, ② ‘가장 높은 건물의

았다.

높이’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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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③

10 강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Ⅱ(긴 대화)
p.69

해석

남 자연사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는 박물관 2층

에서 특별 전시회인 The Secret World Inside You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비만을 포함하여 흔한

③

대표 기출 Best
해석

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 전시회는 또한

남 Alice, 왜 어제 음악 축제에 오지 않았니?

3D 영화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인체 여행을 시켜줄 것입니다. 3D
영화는 주중엔 오후 2시 30분, 토요일엔 정오와 오후 4시, 일요일
엔 오후 4시에 상영됩니다. 일반 입장권을 소지하면 3D 영화는 티
켓당 5달러입니다. 박물관 회원은 항상 무료입니다! 해설 기기는

여 숙제를 하느라 바빴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축제는 어땠니?
남 멋졌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내 입장권에 사인을 해 주었어.
여 와! 그것을 볼 수 있어?
남 그럼. 내 지갑에 있거든. [잠시 후] 잠깐! 내 지갑! 지갑이 없어!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정문

여 정말? 네 코트 주머니를 봐. 아마 거기에 있을 거야.

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세요.

남 여기 없어. 오, 안 돼! 어떻게 해야 하지?
여 네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본 것이 언제야?

해설

일요일에는 오후 4시에 한 번만 상영되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3D 영화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2회씩 상영된다.’이다.

남 음…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 내가 거기

에 지갑을 두었나?
여 지금 당장 역에 있는 분실물 보관소에 연락해야 해.
남 하지만 누군가 이미 내 지갑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
여 걱정하지 마. 마음씨 좋은 누군가가 네 지갑을 돌려줬을지도 몰라.
남 네 말이 맞으면 좋겠어. 내가 그들에게 알아볼게.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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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남 Lucy! 나야, David. John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들

었어?
여 뭐라고? John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남 그가 졸음운전을 했대.
여 정말? 피곤할 땐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지금 그의 상태는 어때?
남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이틀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들

었어.
여 John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아니?
남 응. Blue 거리에 있는 Saint Maria 병원에 있어. 그를 보러 병원

에 갈 거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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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연히 가야지. 너는 어때?
남 나도 가야지. 그러면 퇴근 후, 6시 30분에 병원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

3

③

해석

여 좋아. 그가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남 Petra,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우리 배드민턴 치기로 한 것 기억하

해설

지, 그렇지?

남자는 여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John에게 병문안을

여 응, 하지만 배드민턴 친 후에 같이 점심을 먹을 수는 없어.

가자고 제안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좋아. 그가 심

남 왜 안 되는데? 넌 토요일 오후에는 시간제 일도 없잖아.

각하게 다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라.’이다.

여 없지, 하지만 나는 자원봉사를 해야만 해.
남 자원봉사를 한다고? 어디서?

오답노트

여 Lake 거리에 있는 Green 노인 복지관에서.

① 걱정 마. 내가 너를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줄게.
③ 그래, 그것은 다 그가 졸음운전을 했기 때문이야.
④ 맞아.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어.
⑤ 아니, 나는 야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남 오, 네가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자원봉사를

언제 시작했어?
여 단지 2주 전에 시작했어. 야, 토요일 오후에 바쁘지 않으면 나랑

함께하는 게 어때?
남 그러고 싶지만, 나는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 노인들하고 대화하기, 빨래하기, 복지관 청소하기, 기타 등등. 네

가 거기에 가면 할 일이 많이 있어.
남 음… 좋아. 배드민턴 친 후에 너와 함께 복지관에 갈게.
여 잘 결정했어. 거기서 네가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해.

2

⑤

해석

여 Albert, 어디 가니?
남 안녕, Jessica! 난 도서관에 가는 중이야.
여 그래? 나도 거기 가는 길이야. 같이 가자.
남 역사 보고서에 필요한 책들은 빌렸니?
여 아니 아직. 사실, 그 책들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가는 거야.
남 나도 그래. 음, 도서관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빌리는 것은 정말 어

려운 것 같아.

해설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남자는 여자와 함께 노인 복지관에 가겠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잘 결정했어. 거기서 네가 보람을 느낄 것이라
고 확신해.’이다.
오답노트

① 물론이지! 너는 언제든지 내 배드민턴 라켓을 사용할 수 있어.
② 걱정 마. 내가 노인 복지관에 가는 지도를 그려줄게.
④ 하지만 문제는 내가 배드민턴을 잘 못 친다는 거야.
⑤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오후에 너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없어.

여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도서관에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남 그렇게 생각해! 도서관에는 우리를 위한 충분한 책이 있지 않아.
여 난 왜 학교가 도서관에 더 많은 책을 채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
남 나도 그래. 우리는 도서관에 더 많은 책을 비치하라고 학교에 요구

▶ 여자는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해야 해서 남자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야만 해.
여 맞아.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지?
남 나는 학교 공식 웹 사이트에 그것에 대해 쓸 거야.
해설

남자는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을 위한 책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에 더 많은 책
을 구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여자는 그 방법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나는 학교 공식 웹 사
이트에 그것에 대해 쓸 거야.’이다.
오답노트

① 다시는 학교에 늦지 않을 거야.
② 너는 네 자신을 먼저 바꾸어야 해.
③ 모든 책은 올바르게 보관되어야 해.
④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

4

③

해석

남 Stella, 수학 시험 어땠어?
여 음, 지난 시험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다행히도 거의 모

든 문제를 풀었어.
남 그래? 대단하다! 나는 겨우겨우 절반밖에 못 풀었어.
여 이번에 운이 좋았어.
남 Stella, 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니?
여 음, 잘 모르겠어. 그저 매일 수학을 공부할 뿐이야.
남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고? 보통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학을 공
정답과 해설

25

부하니?
여 두 시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남 네 말은, 내가 매일 수학을 두 시간씩 공부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

다는 말이지.

6

④

해석

남 Sally, 이 사진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여자는 누구니?
여 우리 언니인 Alice야. 그녀는 지난달 아마추어 수영 대회에서 우

여 당연하지! 한번 해 봐. 한 달 이내에 큰 차이가 있을 거야.

승을 했어.

남 좋아! 나도 너처럼 매일 두 시간씩 수학을 공부할 거야.

남 네 언니 Alice? 오, 그녀가 수영을 잘하는지 몰랐어.

해설

여 그게, 언니는 수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운동을 잘해.

남자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묻자, 여자는 매일 두 시간씩 공부하면 한 달

남 그래? 그녀가 또 어떤 운동을 잘하는데?

이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 먼저, 언니는 학교 배구 팀의 선수야.

은 ③ ‘좋아! 나도 너처럼 매일 두 시간씩 수학을 공부할 거야.’이다.

남 정말? 다른 것은?
여 테니스를 아주 잘 쳐. 언니는 테니스 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 땄어.

오답노트

① 미안하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너에게 수학을 가르쳐줄 수 없어.
② 좋은 생각이야. 시험을 위해서 수학을 같이 공부하자.
④ 중요한 것은 어디서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공부하느냐야.
⑤ 고마워. 네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수학에서 A를 받지 못했을 거야.

남 오, 대단하다. 스키와 스케이팅 같은 겨울 스포츠는 어때? 네 언니

는 그것들도 잘하니?
여 당연히 잘하지. 언니는 심지어 스노보드도 잘 타.
남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운동광인 게 틀림없어.
해설

여자가 자신의 언니는 수영, 배구, 테니스 등 거의 모든 운동을 잘한다고 말
하자 남자는 놀라워한다. 이에 대해 여자는 심지어 스노보드도 잘 탄다고도
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운동
광인 게 틀림없어.’이다.
오답노트

5

③

해석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① 나에게 스노보드 타는 법을 알려줘.
② 맞아. 겨울 스포츠는 배우기 어려워.
③ 좋아! 스키 캠프에 같이 가자.
⑤ 나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아.

남 도와주세요. 공원에서 제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여 진정하세요. 저희가 곧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나요?

▶ 두 사람이 수영, 스키는 언급했지만, ③ ‘야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 방금 전에요. 분수 앞에서요.
여 분수 앞에서요? 공원 식물원에 있는 분수 말하는 것인가요?
남 맞아요. 제가 분수를 보는 동안에, 강아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 알았어요. 강아지가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강아지의 종

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나요?
남 치와와에요. 강아지는 흰색이고 상당히 작아요.
여 알겠어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⑤

남 아, 목에 파란색 리본이 달려 있고, 리본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근거해서 안내 방송을 할게요.
해설

강아지를 잃어버린 남자는 여자에게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며 강아지
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③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근거해서 안내 방송을 할게요.’
이다.

해석

[전화가 울린다.]
여 Y&T 홈쇼핑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네. 며칠 전에 그릇 세트를 주문했고, 방금 저에게 배송되었어요.
여 그릇 세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네, 있어요. 제가 주문한 그릇 세트의 색깔은 파란색이었는데, 흰

색 그릇 세트를 받았어요.

오답노트

① 제가 당신이라면, 차라리 그 검은색 리본을 사겠어요.
② 맞아요.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은 다 제 잘못이었어요.
④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강아지를 위해 먹이를 사러 갈게요.
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주문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남 제 이름은 Andrew Jackson이고 주문 번호는 JY205입니다.
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타자 치는 소리] 주문 기록에 고객님께

서 파란색 그릇 세트를 주문했다고 나와 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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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제가 주문한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 이내에 주문한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강

상황에 적절한 말

남 고마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흰색 그릇 세트는 어쩌죠?

p.76

여 걱정 마세요. 우리 배송 직원이 그것을 가져오게 할게요.

⑤

대표 기출 Best

해설

파란색 그릇 세트를 주문했으나 흰색 그릇 세트를 배송 받은 남자는 홈쇼핑

해석

회사에 전화를 건다. 여자는 남자에게 3일 이내에 파란색 그릇 세트를 보내

여 Sarah와 Brian은 대학 동급생입니다. Sarah는 교사가 되기를 원

주겠다고 말하자 남자는 흰색 그릇 세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으므로 여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르치는 경

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걱정 마세요. 우리 배송 직원이 그것을

험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찾을 계획입

가져오게 할게요.’이다.

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Brian은 지역 주민회관의 자원봉사 선생님입

오답노트

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 그도 역시 그 경험

① 당신은 주문을 제대로 했어야 했어요.
②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 살 거예요.
③ 미안하지만, 흰색 그릇에는 관심이 없어요.
④ 좋아요, 파티를 위해서 당신에게 내 그릇 세트를 빌려줄게요.

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Sarah는 Brian에게 자신
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원봉사를 좀 추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Brian은 자신의 자원봉사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arah
에게 주민회관에서 선생님이 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
황에서, Brian은 Sarah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8

pp.77~78

①

해석

여 Bill, 네가 중고차를 살 것이라고 들었어. 우리 삼촌 차를 사는 게

1②
7②

2④
8③

3⑤

4②

5⑤

6③

7③

어때?
남 네 삼촌 차? 그 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여 우리 삼촌이 덴버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거 알지, 그렇지 않니?
남 응, 알지. 지난여름에 우리 같이 저녁 먹었잖아.

1

②

여 맞아. 그때 삼촌이 우리를 식당까지 차로 태워 줬잖아. 삼촌이 바

로 그 차를 파는 거야.
남 정말? 그 차 상당히 좋은 차잖아. 오, 난 그 차에 관심이 있어.
여 네가 그 차를 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남 문제는 가격이야. 삼촌이 차를 얼마에 팔 거니?
여 9,000달러. 너도 알다시피, 그런 종류의 차는 보통 10,000달러

가 넘잖아.
남 알아, 하지만 나에게는 약간 비싸다. 삼촌에게 가격을 8,000달러

까지 인하해달라고 부탁해줄래?

해석

남 Susan에게는 John이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컴퓨터

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컴퓨터를 함께 사용해야 하
지만, John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usan은 컴퓨터
를 사용해야 할 때마다 John이 사용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불만
스러워 합니다. 오늘, Susan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
해야 하는데 John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시 늦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대단히 화가 납

여 음… 좋아. 삼촌에게 전화해서 말해볼게.

니다. 그래서 Susan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한 가지를 떠올리고

남 네 삼촌이 가격을 인하해 주기를 바라.

그것을 John 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usan 은
Joh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중고차를 살 예정인 남자에게 여자는 자기 삼촌의 차를 사라고 제안하자. 남

해설

자는 여자를 통해 삼촌에게 차의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대

John이 매번 컴퓨터를 독점하는 것에 화가 난 Susan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 여자는 삼촌에게 전화해서 말해보겠다고 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방법을 떠올려 그에게 말하려고 했으므로 Susan이 John에게 할 말로 가

적절한 것은 ① ‘네 삼촌이 가격을 인하해 주기를 바라.’이다.

장 적절한 것은 ② ‘우리는 각자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정해야 해.’이다.

오답노트

② 걱정 마. 네 차를 지금 바로 수리할 수 있어.
③ 괜찮아. 내 차를 그에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④ 맞아. 네 삼촌은 좋은 회계사임에 틀림없어.
⑤ 나는 그에게 더 일찍 전화를 했어야 했어.

오답노트

① 급하다면 내 컴퓨터를 써도 좋아.
③ 밤늦게까지 안 자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기억해.
④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너는 계속 일을 해야 해.
⑤ 마지막 순간까지 숙제를 미루지는 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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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④

해석

4

②

해석

여 Brown 씨 부부는 내일 짧은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들은 음

여 Kevin은 독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책을 가지

식과 구급약을 포함하여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합니다. 이

고 다니고 보통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

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

를 책벌레라고 부릅니다. Kevin의 반 친구인 Jack은 Kevin처럼
많은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그는 항상 포기합니다. 그는 책을 끝

을 때, 밤이 늦었고 Brown 씨는 피곤합니다. 그는 공항으로 떠나
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내일 아침에 짐을 쌀 것을 제안합

까지 읽은 적이 없습니다. Jack은 이것을 Kevin에게 말하고 그가

니다. 하지만 Brown 부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난해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지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들이 늦게 일어나서 거의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는 것을 기억합니

Kevin은 Jack에게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려고 하는지 묻고
Jack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다고 대답합니다.
Kevin은 Jack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상황에서, Kevin은 Jack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rown 부인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Brown 씨가 짐을 내일 아침에 싸자고 했지만 Brown 부인은 오늘 밤에 모
든 것을 준비해 두기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Ms. Brown이 남편에게 할 말

해설

Jack이 주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다고 하자 Kevin은 그가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지금

자신이 좋아할 만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Kevin이 Jack에게

짐을 싸죠.’이다.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가 좋아하는 책으로 시작해 보렴.’이다.

오답노트

오답노트

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행 가방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줄래요?
②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내일 짐을 쌀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③ 우리는 틀림없이 음식이 더 필요해요. 내가 가게에 다시 다녀올게요.
⑤ 내일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나을 거예요.

3

⑤

해석

①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
③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 보렴.
④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
⑤ 집에 있는 책들을 네게 빌려줄게.

5

⑤

해석

남 저녁 6시입니다. Kate는 딸 Jane과 함께 부엌에 있습니다. 그들

남 Peter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과 곤충을 관찰하는 것을

은 저녁으로 해물 스파게티와 치킨 샐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
저, 그들은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고 오븐에서 치킨을 굽습니다. 그

무척 좋아하는 8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Peter가 가족과 함께 산
책을 나갈 때마다, 그는 걷기를 멈추고 자연에 있는 작은 생물들을

러고 나서, 물을 끓여 파스타를 요리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가 준

찾으려 애씁니다. 또한 그는 자연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비됩니다. Jane과 함께 상을 차리다가 Kate는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집 안 공기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신선

보는 동안 그는 우연히 거울과 확대경이 달려 있는 곤충 관찰경 광

작은 동물과 곤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비전을

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ate는 딸이 실내 공기

고를 봤습니다. Peter는 자신이 그것을 갖게 되면 곤충을 더 잘 관

를 더 깨끗하고 신선해지게 해 주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몸을 돌려 엄마를 바라봅

Kate는 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니다. 이런 상황에서, Peter는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해설

요리를 한 후 집 안 공기의 질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된 Kate는 딸이 실내 공

텔레비전에서 곤충 관찰경 광고를 보고 그게 있으면 곤충을 더 잘 관찰할 수

기를 더 깨끗하고 신선해지게 해 주길 원한다고 했으므로 Kate가 딸에게 할

있을 거라고 확신한 Peter가 엄마를 바라보는 상황이므로 Peter가 엄마에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 주겠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저것을 갖고 싶어요. 그건 제가 곤충들을

니?’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이다.

오답노트

① 모든 창문을 열려 있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말아줘.
②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떠니?
③ 저녁 식사 후에 상을 치워줘.
④ 내가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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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① 엄마, 저는 곤충을 보고 싶어요. 지금 나가요.
② 제게 곤충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사 주실 수 있나요?
③ 그것만 보고 난 뒤에 텔레비전을 끌게요.
④ 오셔서 제게 이 곤충 관찰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6

③

▶ Mr.
 White는 영어 선생님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해석

여 Mary는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의 회장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춤

솜씨를 지닌 춤꾼이자 정말로 훌륭한 회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동아리 회원이자 Mary
의 절친한 친구인 Kate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곧, 그녀는 동아리
의 모든 회원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듣고

8

③

해석

동아리의 다른 회원들은 무척 슬퍼합니다. Kate는 Mary가 떠나
기 전에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 Lisa는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녀는

제, Kate는 그것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ate는 댄스 동아리 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녀는 우연히 자

니까?

살이 찌고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 집 근처에 사는 친구 Cindy를 만납니다. Lisa는 Cindy의
혈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Lisa는 Cindy에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묻고 그녀가 퇴근 후에 테니스 레슨을

해설

Kate는 곧 떠날 Mary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으므로 Kate가 댄스 동아리 회원들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Mary를 위해서 작별 파티를 여는 게 어
때?’이다.

받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
다. Lisa는 Cindy에게 그녀와 함께 테니스 레슨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Cindy는 Lisa가 테니스 코치와 먼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Lisa는 그 코치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isa는 Cind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답노트

① Mary는 완벽한 춤 선생님인 것 같아.
② Mary를 다음 회장으로 선출하는 게 어때?
④ 댄스 경연 대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자.
⑤ Mary가 해외로 갈 거라는 걸 비밀로 해 줘.

해설

Cindy는 테니스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 Lisa에게 먼저 테니스 코치와 이야
기해 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Lisa는 그 코치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므
로 Lisa가 Cind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네 코치의 전화번호를
좀 줘.’이다.
오답노트

7

②

해석

① 나의 테니스 코치에게 널 소개할게.
② 고맙지만 난 테니스 치는 데 소질이 없어.
④ 네가 나에게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해.
⑤ 미안하지만, 난 너와 함께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없어.

남 Alice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그녀는 그녀의 학교에서 개최

될 토론 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 매년 열리고 대개 30
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배가 넘는
학생들이 그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입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심사 위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데, 더 많은 심사 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Alice는 영어
선생님인 White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가 심사 위원 일을 맡
아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lice는 White 선생님
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 심사 위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서 Alice가 White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심사 위원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지 묻고 있으므로 Alice가 Mr. Whit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토론 대회의 심사 위원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이다.
오답노트

① 토론 대회를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③ 토론 대회는 언제 개최될 예정인가요?
④ 학생들을 위해서 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게 어떨까요?
⑤ 학생들이 토론 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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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을 위

세트형 문항

해서 학교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

1

대표 기출 Best

③

2

p.82

기를 바랍니다. 학교 축제의 성공은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④

것을 명심해 주세요.
해설

1. 남자는 많은 동아리들이 멋진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축제에 적극적으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곤충, 그것들의 생애 주기

로 참여해서 즐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그리고 그것들이 먹는 것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

적절한 것은 ④ ‘교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려고’이다.

피, 많은 곤충이 꽃에서 먹이를 구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유

2. 마술, 클래식 기타, 영화 감상, 축구 동아리는 언급되었지만, ④ ‘독서’ 동

일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꽃을 먹이로 삼는 다양한

아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종류의 동물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벌새입니다. 이
새는 넥타라고 불리는 꽃의 달콤한 액체를 얻기 위해 길고 좁은 부
리를 사용합니다. 신비롭게도, 이 새는 거꾸로 달린 꽃에서만 먹이
를 먹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음 동물
은 박쥐입니다. 대부분의 박쥐가 곤충을 먹지만, 일부 박쥐는 꽃에

[3~4]

3

①

4

③

서 먹이를 구합니다. 이 박쥐는 곤충을 먹는 다른 박쥐와 비교해서
뛰어난 후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뱀 또한 넥타를 먹이
로 삼습니다. 이 도마뱀은 천적이 거의 없는 열대의 섬에서 발견됩
니다. 마지막으로, 꽃에서 먹이를 구하는 다람쥐 종이 있습니다.
넥타를 먹는 대부분의 동물은 꽃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도움을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교 토론 클럽인 Talking Loud의 회

장 Jenny Muraz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게 되어서 기쁘지
만, 약간 긴장이 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토론을 잘하는

이들은 꽃을 물어뜯는데, 이로 인해 꽃이 상처를 받습니다. 흥미롭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난달 ABC 신문
사에서 주관하는 토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저는

죠? 또 다른 어떤 동물들이 먹이로 꽃을 이용할까요? 잠시 생각해

토론 실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

본 후,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 싶습니다. 먼저,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주지만, 이 다람쥐는 종종 꽃에게 해를 끼칩니다. 넥타를 먹을 때,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상식을 키워줄 것
이고 이것은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강한 토대가 될 것입
니다. 둘째, 현재의 정치 또는 외교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자주 토
론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속담을 알
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문화와 같은 좀 더 가벼운 주제에 대해 토
pp.83~84

1④
7②

2④
8④

3①

4③

5⑤

6④

론하는 것 또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상입니다. 제 방법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라 하기에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긴다면, 토론
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설

3~4 ③

3. 학교 토론 클럽 회장인 여자는 토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
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2]

1

④

2

④

‘토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오답노트

해석

남 좋아요, 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

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개최되는 학교 축제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학교에 마술 동아리나 클래식 기

②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역할
③ 토론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④ 적절한 토론 주제를 선택하는 것의 어려움
⑤ 토론 클럽의 인기가 증가하는 이유

타 동아리와 같은 방과 후 동아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여름이래로, 이러한 동아리의 회원들이 학교 축제
의 성공을 위해서 멋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헌신해왔습니다.

4. 정치, 외교, 스포츠, 문화는 토론 이슈로 언급되었지만, ③ ‘경제’는 언급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영화 감상 동아리에서 제공하는 단편 영화제나 축구 동아
리에서 제공하는 축구 대회처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축제에 가지 않는
다면, 이러한 멋진 프로그램들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즐거움뿐만

30

단기특강 듣기편

▶ 토론 클럽 회장이자 토론 대회 우승자인 여자는 스포츠나 문화와 같
은 가벼운 주제로 토론하는 것 또한 토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했다. 따라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가벼운 주제로 토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다.

[5~6]

5

⑤

6

④

고,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를 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자전거와 헬멧뿐입니다. 마지막으
로, 자전거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엄청나게 친환경적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aint Maria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 John Smith입니다. 여름
이 코앞에 다가와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
은 사람들이 더운 날씨로 인해 밤에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또한 수면 문제로 인해

교통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1마일을 갈 때마다, 이
것은 약 1파운드의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 물질이 대기로 들어오
는 것을 막아 줍니다. 자, 이제 쉴 시간입니다. 휴식 후에 여러분에
게 10곳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

고생하십니까? 그렇다면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7.	Beautiful Day 쇼의 진행자인 여자는 자전거 타기의 이점 세 가지를 구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여러분들은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 특정한 음식이 밤에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

② ‘자전거 타기의 이점’이다.

고 계시나요? 먼저,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는 우유 한 잔은 잠을
잘 자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참치와 연어 같은 생선 또한 숙면
을 이끌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저녁 식탁에 이러한 생
선 중 한 개를 올려놓으세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바나나가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을 명심하시고, 밤에 잠을 잘 자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음식을 가능
한 한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오답노트

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
③ 스포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④ 사람들이 바쁜 삶을 즐기는 이유
⑤ 개인 운동을 할 때의 어려움
8.	조깅, 요가, 축구, 스키는 언급되었지만, ④ ‘야구’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 확신합니다.
해설

5.	남자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숙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들에게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밤에 잠을 잘 자도록 도움을 주
는 음식의 종류’이다.
오답노트

① 의사로 일하는 것의 어려움
② 여러분의 블로그를 더 인기 있게 만드는 방법
③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낮잠 자기를 선호하는 이유
④ 건강 유지를 위한 숙면의 필요성
6.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우유, 참치, 연어, 바나나는 언급되었지만, ④
‘사과’는 언급되지 않았다.

[7~8]

7

②

8

④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Beautiful Day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Stella Jackson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
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개인 운동 중의 하나인 조
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인기 있는 개인 운
동인 자전거 타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많
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관해서 보자면, 자전거 타기
는 균형 감각과 유연성 향상에 요가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
다. 자전거 타기는 또한 공인된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또는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전거에 올라타면 여
러분의 마음이 맑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타기는 매우 쉽
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하거나 스키를 타고 싶다고 가정
해 보십시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적어도 22명이 필요하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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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Final Test
pp.88~91

1회

1 ④
7 ④
13 ④

2 ②
8 ②
14 ④

3 ④
9 ③
15 ②

4 ②
10 ④
16 ②

5 ③
11 ⑤
17 ④

6 ④
12 ③

해석

남 여보, 집에 오래된 옷이 너무 많아요. 좀 버리는 게 어떨까요?
여 동의해요. 실은, 그것들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가장 가까운 자선 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여 시내에서 한 곳 봤던 것을 기억해요.
해설

1

④

여자가 오래된 옷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까 생각 중이었다고 하자 남자는 가
장 가까운 자선 단체가 어딘지 여자에게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시내에서 한 곳 봤던 것을 기억해요.’이다.

Script

W Peter, I haven’t decided what to write about yet for the

science assignment.
M Don’t think too hard about it. Just think about what you

are most interested in.
W Well, these days I’m really interested in endangered

오답노트

① 미안하지만, 저도 역시 여기가 처음이에요.
③ 저는 그들이 헌 옷을 파는지 몰라요.
④ 저를 따라오세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⑤ 그것들은 버릴 만큼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species.
M How about choosing one species and writing about it?

어휘

• throw away 버리다

해석

• donate 기부하다

• charity 자선 단체

여 Peter, 난 과학 과제를 무엇에 대해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

3

④

여 음, 요즘 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정말 관심이 있어.
남 한 종을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써 보는 게 어때?

Script

W Hello, parents! Yesterday, we talked about helping your

해설

과학 과제로 무엇에 대해 쓸지 고심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은 멸종 위기에 처
한 종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④ ‘한 종을 골라서 그것에 대해 써 보는 게 어때?’이다.
오답노트

① 너의 과학 과제가 무엇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니?
②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기 위해 뭔가를 하자.
③ 네 숙제를 끝낸 후에 날 좀 도와줘.
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관한 네 보고서는 정말 흥미로워.
어휘

• assignment 과제

•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 species 종

children eat right. Today, we’re going to give you some
useful tips to get your children off on the right foot for
the new school year. First, create a plan you can use all
year long. Have a set time for homework as well as a
time when they can have fun and relax. Second,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It is important for kids to see that you
believe they can succeed. Third, communicate with
teachers as often as needed. Establish positive relationships with everyone who has to do with your children.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often indicates how the
rest of the year will go. I hope your children will start the
school year off well.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어제,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식

사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

2

②

Script

M Honey, we have too many old clothes at home. How

about throwing some away?
W I agree. Actually, I was thinking of donating them to
charity.
M That’s a good idea. Do you know where the nearest
charity is?
W I remember seeing one downtow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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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가 새 학년을 잘 시작하게 하는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
드세요. 아이들이 놀고 쉴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숙제를 위한
시간을 정해 두세요.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 중
요합니다. 셋째, 필요한 만큼 자주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하세요. 학년의 시작은 흔히 그 해의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
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년을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해설

어휘

여자는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새 학년을 잘 시작하게 하는 조언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

• gym 헬스클럽, 체육관
• work out 운동하다
• physical 신체적인
능력
부상
~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 capability
• injury
• overdo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새 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를 돕는 방법을 알려주
려고’ 이다.

5

어휘

• get ~ off on the right foot ~가 잘 시작하게 하다 • create 창조[창작]하다
• set 정해진 • maintain 유지하다 • attitude 태도 • establish 확립하다
• have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 indicate 보여주다

③

Script

W Mr. Vincent.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M My pleasure, Ms. Thompson. Did you enjoy my show

4

②

W

Script

M Hi, Amy. Where are you going?
W I’m going to the gym. I’m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M
W
M
W
M
W
M
W
M

days.
Good! That’s why you look healthier than before.
Do I? I feel healthier than ever. But I feel pain in my
knees and ankles. Sometimes I feel back pain as well.
Maybe you are working out too hard. I mean working out
beyond your physical capabilities.
Probably. I work out at the gym every day, play tennis
four times a week, and swim on weekends.
Wow, I think you’re exercising too much.
But I want to become slim and healthy in a short time.
I understand. But remember that too much exercise can
lead to injuries.
You’re right. I’ll have to listen to my body and get
enough rest.
Yes. Always make sure that you are not overdoing it.

해석

남 안녕, Amy. 어딜 가는 중이니?
여 헬스클럽에 가는 중이야. 난 요즘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
남 잘됐네! 그게 바로 네가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이유구나.
여 그러니? 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다고 느껴. 그런데 무릎

과 발목에 통증이 느껴져. 때때로 등도 아프고.
남 아마 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말은, 너의 신

체적 능력을 넘어서는 운동 말이야.
여 아마도. 난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네 번 테니

스를 치고, 주말마다 수영을 하거든.
남 와, 내 생각엔 넌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여 하지만 나는 단기간에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남 이해해. 하지만 과한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여 네 말이 맞아.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쉬어야겠어.
남 그래. 몸을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도록 늘 명심해.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과한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몸을 지나치게 많
이 쓰지 말라고 조언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무리하
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이다.

M
W

M
W
M
W
M
W
M

tonight?
I did. Your show tonight was the greatest ever! I’d like to
write an article about your show.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Sure. Go ahead.
Thank you. First, I heard you performed in a circus
before. When did you get out of the circus and start your
own show?
About 2 years ago. At first I was afraid of standing on my
own feet, but not anymore.
Next, your tricks seem to be endless.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dangerous one?
Anything with fire is very dangerous. Whenever I use
fire, I’m very careful not to get injured.
I see. What attracted you to your job?
I love seeing the look of astonishment on people’s faces.
It’s also a great way to meet new people.
Thank you so much, Mr. Vincent. This interview will be
published in our magazine next month.
Thank you.

해석

여 Vincent 씨,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Thompson 씨. 오늘 밤 저의 쇼는 즐겁게 보셨나요?
여 그랬어요. 오늘 밤 당신의 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했어요! 저는

당신의 쇼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어서 하세요.
여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당신이 전에 서커스에서 공연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서커스에서 나와서 당신 자신의 쇼를 시작했나요?
남 2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에는 홀로 선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이

상 그렇지 않아요.
여 다음으로, 당신의 마술은 끝이 없어 보여요. 어떤 것이 가장 위험

하다고 생각하세요?
남 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매우 위험하죠. 저는 불을 쓸 때

마다,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답니다.
여 그렇군요. 무엇이 당신을 이 직업으로 이끌었나요?
남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놀란 표정을 보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

것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멋진 방법이기도 하죠.
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Vincent 씨. 이번 인터뷰는 다음 달 저희 잡

지에 실릴 것입니다.
남 감사합니다.
정답과 해설

33

남 아, 그건 그들의 아이디어였어요. 저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아이

해설

들을 많이 칭찬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죠.

대화의 초반부에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고, 후반부
에서는 이번 인터뷰가 다음 달 잡지에 실릴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여자는 기

여 그네를 타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아이를 보세요. 환하게 미소를 짓

고 있네요.

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가 가장 위험한 마술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아
남자는 마술사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③ ‘기자 - 마술사’이다.

남 네. 그네 뒤에서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개도 행복해 보이네요.
여 이 협동 그림은 굉장해요. 당신이 우리 학생들과 흘륭하게 해내셨

어휘

• article 글, 기사 • stand on one’s feet 자립하다 • trick 마술 • attract
마음을 끌다 • astonishment 놀람, 경악 • publish 게재하다, 출판하다

네요.
해설

여자는 그네를 탄 여자아이의 머리가 길다고 말했는데 그림 속 여자아이는
머리가 짧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6

④

어휘
• complete 완성하다 • sturdy 튼튼한 • branch 나뭇가지
• praise 칭찬하다 • collaborative 협동의

• swing 그네

Script

M Alice, come and look at this painting. Our students have

just completed it.

7

W Just a second, please. [Pause] Wow, this is great! I can’t

believe only 8-year-old children drew this.
M That big tree in the center looks sturdy and healthy,

doesn’t it?
W Yes, it does. It’s beautiful. Oh, look at those two birds
M
W
M
W
M
W
M
W

singing on the branch. They are so cute!
The students wanted to draw more birds, but they didn’t
have enough time.
I see. By the way, did you give them any ideas when they
were drawing this swing hanging from the branch?
No. Why?
It seems to me a really good idea to draw flowers at both
ends of the swing.
Oh, it was their idea. I liked it too and praised the
children a lot. They were so happy to hear that.
Look at the long-haired girl on the swing. She is smiling
brightly.
Yeah. The dog looking at her from behind the swing also
looks happy.
This collaborative painting is wonderful. You did such a
great job with our students.

남 Alice, 와서 이 그림 좀 봐요. 우리 학생들이 방금 그것을 완성했

어요.
여 잠깐만요. [잠시 후] 와, 이거 굉장하네요! 8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

이 이것을 그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 중앙에 있는 저 큰 나무는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 네, 그러네요. 그것은 아름다워요. 아,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를 부

르고 있는 저 두 마리의 새들을 보세요. 너무 귀엽네요!
남 학생들은 더 많은 새들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았

어요.
여 그렇군요. 그런데, 그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이 그네를 그리고

있을 때 당신이 무슨 아이디어라도 준 거예요?
남 아니요. 왜요?
여 그네의 양쪽 끝에 꽃을 그린 것은 정말 좋은 생각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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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M Mom, I’m home.
W Mike, you’re so late today. Is it because of your group

report? I was worried about you.
M No. I’m sorry I didn’t call you, Mom. I’m late because I

had a club meeting for the guitar performance.
W What performance do you mean?
M Didn’t I tell you? My guitar club members will give a

performance at the school festival next month.
W You’ve never said anything about it. Are you going to be
M

W
M

W
M

해석

단기특강 듣기편

④

late every day?
No. It just took a long time today because we had to
decide what to play. Now that we’ve decided it, I won’t
be that late.
I see. Mike, we’re going to have dinner soon. Can you
come and help me set the table?
I’m sorry but I can’t. I have to find the sheet music on the
Internet for the performance. We have to start practicing
from tomorrow.
Oh, I see. Then I’ll let you know when dinner is ready.
Thanks, Mom.

해석

남 엄마, 저 왔어요.
여 Mike, 오늘 많이 늦었구나. 조별 보고서 때문이니? 널 걱정하고

있었단다.
남 아니요. 전화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기타 공연을 위한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늦었어요.
여 무슨 공연 말이니?
남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희 기타 동아리 회원들은 다음 달에 학

교 축제에서 공연을 할 거예요.
여 넌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단다. 넌 매일 늦을 거니?
남 아니요. 오늘은 그냥 무엇을 연주할지 정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

렸어요. 이제 정했으니까 그렇게 늦지 않을 거예요.
여 알겠어. Mike, 우린 곧 저녁 식사를 할 거야. 와서 저녁 차리는 것

을 도와줄 수 있겠니?

남 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새집이고 깨끗

남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에서 공연을 위한 악보를

찾아야 하거든요. 저희는 내일부터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하거든요.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요. 게다가, 동네도 조용해요.
여 그렇다면 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죠?

여 아, 알겠어. 그러면 저녁이 준비되면 알려주마.

남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 그것을 감당할 수 없

어서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해요.

남 고마워요, 엄마.

여 아, 그렇군요. 행운을 빌게요.

해설

남자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엄마의 요청을 거절하며 자신은 인터

해설

넷에서 공연을 위한 악보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

남자는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장 적절한 것은 ④ ‘인터넷에서 악보 찾기’이다.

서 더 저렴한 곳을 찾겠다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이사를 가려는 이유는 ②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서’이다.

어휘

• performance 공연

• now that ~이기 때문에

• sheet music 악보

어휘

• be used to ~에 익숙하다 • commute 출퇴근하다, 통근하다 • consider
고려하다
• distance 거리 • current 현재의, 지금의 • neighborhood
이웃, 동네 • landlady 집주인 • raise 올리다 • rent 집세

8

②

Script

9

③

W Peter, I heard you got a new job in Seoul. How’s it going?
M Not bad. I’m almost used to it.
W Good to hear that.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your workplace?
M About one and a half hours by subway.

Script

W Hi. May I help you?
M Yes, please. I’d like to buy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and friends.

W That’s pretty far.

W How about these key rings? They are the best souvenirs.

M Yeah, but it’s not that bad because I can read books for

M Hmm... I like this one that looks like a tower. How much

over two hours a day.
W It’s good that you use your commuting time well. Well,

have you considered moving closer to your workplace?
M Actually, I am thinking of moving, but it’s not because of

the commuting distance.

is it?
W It’s $3. How many do you need?
M Ten, please. And what is this windmill-shaped one?
W It’s a chocolate. It’s $4 for one, but if you buy a box of

three, you can get them for $10.

W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r current place?

M That’s great. I’ll take 7 boxes then.

M Well, I like the house I’m living in very much. The house

W All right. Anything else?

is new and clean. It has a beautiful garden. Moreover, the
neighborhood is quiet.
W Then why do you want to move?
M The landlady said that she would raise the rent. I can’t
afford it and have to find a cheaper place.
W Oh, I see. Good luck to you.

M That’s it. I have this coupon from my guide book. Can I

해석

여 Peter, 전 당신이 서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

어요. 어때요?

use it here?
W Let me see. [Pause] Oh, yes. This gives you 10% off the

total price.
M Wonderful. Here’s my credit card.
해석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저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좀 사고 싶어요.
여 이 열쇠고리는 어떤가요? 그것들은 최고의 기념품이죠.

남 나쁘지 않아요. 이제 거의 적응했어요.

남 흠… 탑처럼 생긴 이것이 마음에 드네요. 얼마죠?

여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네요. 집에서 직장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여 3달러예요. 몇 개가 필요하시죠?

남 지하철로 대략 한 시간 반이요.

남 10개요. 그리고 이 풍차처럼 생긴 것은 무엇인가요?

여 꽤 머네요.

여 그것은 초콜릿입니다. 한 개에 4달러인데, 3개가 들어 있는 한 상

남 그래요, 하지만 하루에 두 시간 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 당신이 통근 시간을 잘 사용하니 다행이에요. 음, 직장과 더 가까

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남 실은, 제가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은 통근 거리 때문

은 아니에요.
여 지금 사는 곳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자를 사시면 10달러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남 그거 좋네요. 그럼 7상자 살게요.
여 좋습니다. 다른 것은요?
남 그게 전부예요. 전 가이드북에서 이 쿠폰을 얻었어요. 여기서 사용

해도 되나요?
여 한번 볼게요. [잠시 후] 오, 네. 총액에서 10%를 할인해 드려요.
남 굉장하네요.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35

여 남은 음식들을 담을 빈 통만 몇 개 가져가면 돼요. 다른 주방 도구

해설

남자는 3달러인 열쇠고리 10개($3×10=$30)와 한 상자에 10달러인 초
콜릿 7상자($10×7=$70)를 샀는데, 쿠폰으로 총액에서 10%를 할인 받
을 수 있으므로($100×0.9=$90)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90’이다.

들은 제공되거든요.
남 좋네요. 지금 바로 그 강좌를 신청해야겠어요.
해설

두 사람은 요리 종류(타코), 강사 이름(Sam Bayless), 수강료(강좌당 35

어휘

• souvenir 기념품

• key ring 열쇠고리

• windmill-shaped 풍차 모양의

달러), 준비물(빈 통)은 언급했으나, ④ ‘수업 시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 wedding anniversary 결혼기념일
• instructor 강사
• chef 요리사
• tuition fee 수업료 • ingredient 재료 • container 용기, 통 • package
담다, 포장하다 • leftover 남은 음식 • implement 도구

10

④

Script

M Jane, may I ask you a question?
W Sure. What is it?
M I heard you took a Mexican cooking class recently. How

was it? I’m thinking of taking the class.
W Oh, it was great. I learned how to cook tacos.
M Really? Actually, I’m planning to cook tacos on my
W
M
W

M
W
M
W
M

wedding anniversary. Who is the instructor?
Do you know the famous chef Sam Bayless?
Of course. He is the chef who appears on TV all the time,
right?
Yes, that’s him. He is the instructor of the cooking class.
He explains cooking techniques in easy and entertaining
ways.
Wow, that sounds great! I hope the tuition fee is not
expensive.
Don’t worry. It’s only $35 per class. Considering that all
the ingredients are included in the fee, it’s cheap.
You’re right. What should I take to the class?
You just need to take some empty containers to package
leftovers. Other kitchen implements are provided.
Great. I’ll sign up for the class right away.

해석

남 Jane,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무엇인가요?
남 당신이 최근에 멕시코 요리 강좌를 수강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

땠어요? 저도 그 강좌를 수강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 오, 그거 좋았죠. 타코를 요리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남 정말요? 실은, 저의 결혼기념일에 타코를 요리할 계획이거든요.

강사는 누군가요?
여 유명한 요리사인 Sam Bayless를 아세요?
남 물론 알죠. TV에 늘 나오는 그 요리사 맞죠?
여 네, 그 사람이에요. 그가 그 요리 강좌의 강사구요. 그는 요리 기법

들을 쉽고 재밌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남 와, 그거 좋네요! 수업료가 비싸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 걱정하지 마세요. 강좌당 35달러밖에 안 돼요. 모든 재료가 수업

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거죠.
남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그 수업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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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cript

W Hello, listeners! I’m Linda White, the director of the

Youth Smith Rock Climbing Camp. This camp is
designed for youth climbers who want to get out and have
fun. Campers will learn climbing techniques and proper
care for climbing equipment. Airport pick-up service is
available. Also, necessary climbing gear is provided.
Campers must be ages 12~15 in order to register for this
camp. Each participant must arrive at camp with a
backpack labeled with his or her name, a pair of
comfortable pants, a water bottle, and a snack. This camp
is limited to 12 participants. Please hurry up to sign up
for our camp.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ysrcc.com.
해석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Youth Smith Rock Climbing

캠프의 관리자인 Linda White입니다. 이번 캠프는 밖으로 나가
서 즐기기를 원하는 젊은 등반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캠프 참가자
들은 등산 기술과 등산 장비의 올바른 관리법을 배울 것입니다. 공
항 마중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필수 등산 장비가 제공
됩니다. 이 캠프에 등록하려면 캠프 참가자들은 나이가 12세에서
15세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참가자는 본인의 이름이 표시된 배낭,
편안한 바지 하나, 물병, 그리고 간식을 지참하여 캠프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번 캠프는 참가자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둘
러 저희 캠프에 신청해 주세요. 질문이 있으면, 저희 웹 사이트

www.ysrcc.com을 방문해 주세요.
해설

여자가 캠프 참가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으므로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것은 ⑤ ‘15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이다.
어휘
• director 관리자 • proper 올바른 • equipment 장비 • available 이용
가능한
• gear 장비 • register for ~에 등록하다 • participant 참가자
•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12

③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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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cript

W Honey, what are you doing on the Internet?

M Lisa, I heard you did some volunteer work yesterday.

M I’m looking for a surveillance camera. I’m going to put

W Oh, yes. I volunteered at Angel Children’s Hospital.

one in our store.

M What kind of work did you do there?

W Good idea. May I help you choose one?

W I sang and danced with children. They liked it so much. I

M Sure. Come closer and look at this comparison chart.

Hmm... I think more than $200 is too expensive.
W I agree. Let’s cross this one out. Do we need the remote
M
W
M
W
M
W
M

zoom function?
We sure do. Then we can zoom in even when we are
away.
All right. Let’s buy one that supports remote zooming
then.
And I think we’d better buy one with the night vision
function. What do you think?
I agree with you. We do need to record video at night.
All right. We have two choices left then. How about
choosing the one with a longer warranty?
Well, it is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I think a one
year warranty is good enough.
I see. Then I’ll order the cheaper of the two.

never knew how rewarding it is to help others.
M Oh, I’d love to join you.
W Join me. I’m sure you’ll feel the same way.
M But there’s a problem. I’m not good at those kinds of

activities. You know I’m so shy.
W Come on! There are lots of other things you can do.
M Really? Like what?
W You can read a book to children, help families find their

way in the halls, and so on.
M But I’m not sure I can do those things well, either. Hey,

I’m good at drawing. Can I do something with it?
W Of course. I know there is an art activity with patients in

the hospital.
M Good. I’ll call and ask if I can participate in the activity.
해석

남 Lisa, 난 네가 어제 자원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여 아, 그래. Angel 어린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

해석

여 여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남 거기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니?

남 감시 카메라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가게에 하나 둘 예정

여 난 어린이들과 노래하고 춤을 췄어. 아이들은 그것을 무척 좋아했

이거든요.

어. 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전혀 몰랐어.

여 좋은 생각이네요. 고르는 것을 도와줄까요?

남 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남 물론이죠. 가까이 와서 이 비교표를 봐요. 흠… 내 생각에는 200

여 나와 함께하자. 틀림없이 너도 똑같이 느낄 거야.

달러가 넘는 것은 너무 비싸요.

남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잘 못해. 너도

여 동의해요. 이것은 지우죠. 우리는 원격 확대 기능이 필요한가요?

알다시피 난 너무 부끄러움이 많잖아.

남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 밖에 있을 때에도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할 일들이 많아.

여 좋아요. 그럼 원격 확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죠.

남 정말? 예를 들면 어떤 것?

남 그리고 야간 식별 기능이 있는 것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

여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가족들이 복도에서 길을 찾도록 도

생각은 어때요?

와주는 일 등을 할 수 있지.

여 나도 동의해요. 우리는 정말로 밤에 녹화할 필요가 있어요.
남 좋아요. 그럼 두 개 남았네요. 품질 보증 기간이 더 긴 것을 선택하

는 게 어떨까요?

남 하지만 그런 일들 역시 잘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겠어. 이봐, 난

그림을 잘 그려. 그것으로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여 물론이지. 내가 알기론 병원에 환자들과 함께하는 미술 활동이 있어.

여 글쎄요, 그게 나머지 하나보다 더 비싸네요. 내 생각엔 1년 품질

보증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남 알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더 저렴한 것을 주문할게요.

남 잘됐다. 전화해서 내가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해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남자가 자신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자 여
자가 병원에 환자들과 함께하는 미술 활동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설

200달러를 넘지 않으며 원격 확대 기능과 야간 식별 기능이 있고 품질 보증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잘됐다. 전화해서 내가 그 활동에 참

기간이 1년이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주문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주

여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이다.

문할 감시 카메라는 ③이다.

오답노트

어휘

• surveillance 감시

• comparison chart 비교표

• zoom 줌(화상의 크기를 급격히 확대 ·축소시키는 기능)
• support 지원하다, 제공하다 • warranty 품질 보증(서)

• remote 원격의
• function 기능

① 걱정하지 마. 넌 곧 그 병에서 회복될 거야.
② 난 괜찮아. 지금 당장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
③ 좋아. 네게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을 가르쳐줄게.
⑤ 안 돼! 내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 줘.

정답과 해설

37

고객님의 성함,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기에 적어 주세요.’이다.

어휘

• volunteer 자원봉사를 하다
• patient 환자

• rewarding 보람 있는

•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 activity 활동

• recover 회복하다

14

오답노트

① 글쎄요, 유감스럽지만 그 스웨터는 지금 품절입니다.
② 오, 네. 제가 가서 그 스웨터를 가져와서 즉시 포장하겠습니다.
③ 문제없어요. 고객님의 집을 찾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⑤ 저희 가게를 다시 방문하시거나 집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 둘 중에서

④

Script

W Good morning. May I help you?
M Yes, please. I’m looking for a sweater for my son.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

• regret 후회하다
• immediately 즉시

• deliver 배달하다

• out of stock 품절이 되어

W Here are all the sweaters we have now. Please take your

time.
M Thanks. [Pause] Oh, I like this blue one. How much is it?
W It’s $57, but there’s a 10% discount now.
M Good. I’ll take this sweater.
W You won’t regret it. What size do you want?
M Size 10, please.
W All right. Just a second, please. [Pause] I’m sorry, but we

M
W
M
W

don’t have that size now. Let me check if other stores
have one.
Thanks. I’d love to buy the sweater for my son.
Just a moment, please. [Typing sound] Luckily, I’ve found
one. It’ll take one or two days before it arrives here.
Hmm... I want to get it delivered to my home.
Then please write down your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here.

해석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부탁드려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스웨터를 찾고 있어요.
여 여기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웨터가 모두 있습니다. 찬찬히

골라 보세요.
남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 이 푸른색 스웨터가 마음에 드네요. 얼

마죠?
여 57달러인데, 지금 10% 할인 중이에요.
남 좋네요. 이 스웨터를 사겠습니다.
여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사이즈를 원하시죠?
남 10 사이즈요.
여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그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제 아들에게 그 스웨터를 사 주고 싶어서요.
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타자 치는 소리] 다행히도, 한 벌 찾았습니

다. 옷이 여기에 도착하려면 하루나 이틀이 걸릴 거예요.
남 흠… 저희 집으로 배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 그러시다면 고객님의 성함,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기에 적어 주세

요.
해설

남자가 찾는 사이즈의 스웨터가 매장에 없자 여자는 다른 매장에 확인해서
찾았지만 배송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남자는 그 스웨터를 집으로 배달
해 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그러시다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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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cript

W Brian is a freshman at a high school. It’s the end of March

and everything is still new to him. After school, he gets
on the bus to realize that he lost his wallet in the school.
He gets off at the next stop and runs back to school. He
goes everywhere he went today, but he can’t find his
wallet. Quite depressed, he meets his friend, Kate, and
tells her what happened. While listening to him, it occurs
to Kate that someone might have found his wallet and
taken it to the school’s lost and found office. She wants to
advise him to check ther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ate most likely say to Brian?
해석

여 Brian은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3월 말이고 그에게는 여전히 모

든 것이 새롭기만 합니다. 방과 후에, 그는 버스를 타고 나서야 학
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음 정거장
에서 내려서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갔던 모든 곳에
가 보지만, 지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우울할 때, 그는 친
구인 Kate를 만나고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
을 듣고 있던 중, 누군가가 그의 지갑을 발견하여 그것을 학교 분
실물 보관소에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Kate에게 떠오
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곳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ate는 Bria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Kate가 지갑을 잃어버린 Brian에게 학교 분실물 보관소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Kate가 Bri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 ‘분실물 보관소에 가 보는 게 어때?’이다.
오답노트

① 우리에게 분실물 보관소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③ 난 분실물 보관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④ 그 지갑을 분실물 보관소에 가지고 가자.
⑤ 난 분실물 보관소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17. sleep,
chin, rice, introduce는 각 조언을 뒷받침하는 예시로 언급

어휘

• freshman 신입생

• realize 깨닫다

• depressed 우울한

• lost and

found office 분실물 보관소

[16~17]

되었지만, ④ ‘butter’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16

②

17

④

• vocabulary 어휘 • pronunciation 발음 • native 원어민 • shin 정강이
• tongue 혀 • lice 이(louse의 복수형) • stress 강세 • keep ~ in mind
~을 마음에 새기다 • factor 요소 • relationship 관계

Script

M “Can you say that again?” How many times do you hear

this? Even if your vocabulary and English grammar are
perfect, it can still be difficult for people to understand
you because of your pronunciation. Today, I’m going to
tell you some tips on how to sound like a native. First,
learn to listen. Did the speaker “sleep” or “slip?” Did he
hurt his “chin” or his “shin?” If you can hear the
difference, it will be easier to speak the difference.
Second, pay attention to your tongu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rice” and “lice” is in your tongue. Always
check what your tongue is doing. Third, add stress to
sounds and words. In English, some words and sound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For example, the word
“introduce” is pronounced with a stress at the end.
Pronunciation is as important as vocabulary and grammar.
Keep these tips in mind, and you’ll pronounce English
like a native speaker.
해석

남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

까? 여러분의 어휘와 영문법이 완벽하더라도, 여러분의 발음 때문
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
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원어민처럼 소리낼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몇 가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듣는 것을 배우세요. 화
자가 ‘잠을 잤나요,’ 아니면 ‘미끄러졌나요?’ 그가 ‘턱’을 다쳤나요,
아니면 ‘정강이’를 다쳤나요? 여러분이 그 차이를 들을 수 있다면,
차이를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혀에 주목
하세요. ‘쌀’과 ‘이’의 주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혀에 있습니다. 여러
분의 혀가 하고 있는 것을 늘 점검하세요. 셋째, 소리와 단어에 강
세를 주세요.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와 소리는 다른 것들보다 더 중
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개하다’라는 단어는 끝에 강세를 두고 발
음됩니다. 발음은 어휘와 문법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마
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발음할 것입니다.
해설

16. 남자는 영어 발음을 원어민처럼 잘할 수 있는 조언 세 가지를 소개하면
서 발음은 어휘와 문법만큼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여러분의 영어 발음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오답노트

①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③ 국제 비즈니스에서 영어의 중요성
④ 발음과 듣기의 관계
⑤ 영어 발음이 글로 쓴 언어와 다른 이유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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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95

2회

1 ⑤
7 ⑤
13 ③

2 ②
8 ①
14 ②

3 ②
9 ①
15 ③

4 ②
10 ⑤
16 ②

5 ④
11 ④
17 ④

6 ⑤
12 ③

여 손님이 적어도 20명은 될 것 같아요.
남 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음식이 더 많이 필요

하겠어요.
여 맞아요. 반드시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자구요.
해설

남자는 집들이에 올 손님이 계획한 것보다 많아서 음식이 더 많이 필요하겠

1

⑤

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맞아요. 반
드시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자구요.’이다.
오답노트

Script

W Do you remember my student, Peter?
M Oh, the boy who had difficulty in his school life? I

remember he managed to graduate from school.
W Right. Yesterday I saw him working as a hair designer

① 거의 다 되었어요. 10분 후에 식사를 할 거예요.
③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배가 불러요. 이것은 나중에 먹을게요.
④ 그렇다면 생일 파티를 연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군요.

and he looked so happy.
M Good. He finally found what he really likes.

어휘

• housewarming party 집들이
•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해석

여 제 학생이었던 Peter를 기억하세요?

• make sure 반드시 ~하도록 하다

남 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이요? 겨우 학교를 졸업했

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 맞아요. 어제 그 아이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남 잘됐네요. 그 아이는 마침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군요.
해설

3

②

Script

W Hello, everyone! I’m the president of ABC Music Club,

여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학생이 졸업하고 헤어 디자이너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잘됐네요. 그 아이는 마침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군요.’이다.
오답노트

① 죄송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라요.
② 저런! 그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③ 괜찮은 미용실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④ 글쎄요, 저는 그 아이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Jane Peterson. I’m glad to announce that we are having a
lunch time concert tomorrow! Performances will be
provided by our music club members, including ukulele
playing, chamber music, a flute solo, a violin solo, and a
sing-along session! You can’t wait any longer, right?
Remember to go to the fountain area tomorrow at 1:20
p.m. There’s no admission fee. Make sure you bring your
families and friends along. We would love to see you all
tomorrow. Feel free to join us and enjoy the concert. See
you tomorrow!
해석

어휘

• have difficulty in ~에 어려움을 겪다 • manage to 겨우겨우 ~하다, 이럭저
럭 ~하다 •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BC 음악 동아리의 회장인 Jane

Peterson입니다. 저희가 내일 점심시간 음악회를 한다는 것을 알
리게 돼서 기쁩니다! 저희 음악 동아리 회원들이 우쿨렐레 연주,
실내악, 플루트 독주,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합창 시간을 포함한

2

②

Script

M Kate, how many people will come to our housewarming

party?
W I guess we’ll have at least 20 guests.
M Oh, that’s much more than we’ve planned for. We’ll need
more food.
W Right. Let’s make sure we aren’t short of food.
해석

남 Kat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들이에 올까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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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죠, 그렇죠?
내일 오후 1시 20분에 분수대로 가는 것을 기억하세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꼭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오세요.
저희는 내일 여러분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동참하
여 음악회를 즐기세요. 내일 만나요!
해설

이 담화는 음악 동아리의 회장이 내일 점심시간에 있을 음악회의 프로그램,
공연 시각, 입장료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이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음악 공연을 홍보하려고’이다.
어휘
• president 회장

•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 performance 공연

• ukulele 우쿨렐레 • chamber 실내악의 • sing-along 합창
• fountain 분수 • admission fee 입장료

• session

어휘

• physical 신체적인
• social 사회적인
• relationship 관계
• think
~을
회상하다
기사
back on
• article
• cooperate 협력하다 • expert

시간, 기간

전문가

4

②

Script

M Honey, where’s Justin?
W He went to the park. Maybe he’s playing soccer with his
M
W
M
W
M
W
M

W
M

friends now.
Again? He goes out to play every day.
You know boys at his age need to do lots of physical
activities.
Well, you’re right.
He can also build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 kids
through play.
Thinking back on my childhood, I played a lot with my
friends.
Me too. I remember I learned how to solve problems
while playing with friends.
Hmm... I read a news article, which said children learn
how to cooperate along with when to lead and when to
follow while playing.
Yeah, so many experts advise parents to let their children
play.
All right. Then let’s follow their advice.

해석

남 여보, Justin 어디에 있어요?
여 공원에 갔어요. 아마 지금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남 또요? 매일 놀러 나가네요.
여 당신도 알다시피 그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잖아요.
남 음, 당신 말이 맞긴 하죠.
여 그는 또한 놀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요.
남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난 친구들과 많이 놀았네요.
여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남 흠…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은 놀면서 함께 협력

하는 방법과 언제 주도를 하고 언제 따라야 하는지를 배운다고 되
어 있었어요.
여 그래요,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놀

게 하라고 충고를 하죠.
남 좋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충고를 따르도록 해요.
해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

5

④

Script

M Good morning, ma’am. Please take a seat here.
W Thank you.
M What brought you here today?
W My phone won’t turn on. It worked fine until this

morning.
M Hmm... Let me try turning it on. [Pause] It seems to be
W
M

W

M
W
M
W
M

working.
Really? How did you do that?
I pressed these two buttons at the same time. Next time
the same thing happens, try it. Your phone should turn on
unless it has a serious problem.
I see. That means my phone doesn’t have any serious
problem, right? Then what is the reason that it wouldn’t
turn on?
Well, I’ll have to examine your phone. It’ll take about 15
minutes. Will that be okay with you?
Yes.
First I’ll need to unlock your phone. Would you mind
writing down your password here?
Not at all. [Pause] Here it is.
Thanks. Please wait on the sofa there and I’ll call you
after about 15 minutes.

해석

남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 앉으세요.
여 감사합니다.
남 오늘 어떤 일로 이곳을 찾으셨나요?
여 제 전화기가 켜지질 않아요. 오늘 아침까지는 잘 작동되었거든요.
남 흠… 제가 켜 볼게요. [잠시 후]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여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남 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렀어요. 다음번에 동일한 일이 발생하

면, 그렇게 해 보세요. 전화기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켜져야 합
니다.
여 그렇군요. 그 말은 제 전화기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맞

죠? 그렇다면 켜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남 글쎄요, 고객님의 전화기를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여 네.
남 먼저 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해요. 여기에 비밀번호를 써 주시

겠어요?

방법과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주도를 하고 언제 따라야 하는지를 배운

여 물론이죠.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다는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

남 감사합니다. 저기 소파에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대략 15분 후

한 것은 ② ‘아동에 대한 놀이의 중요성’이다.

에 부르겠습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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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어휘

여자는 켜지지 않는 자신의 전화기를 가져와서 수리를 의뢰했고, 남자는 여자
의 전화기를 켜 주면서 전화기가 켜지지 않았던 이유를 검사할 것이라고 했

• lean against ~에 기대어 있다 • branch 나뭇가지
• comfortable 편안한 • peaceful 평화로운

•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④ ‘휴대전화 수리 기사 - 의뢰인’임을 알 수 있다.
어휘
• press 누르다

• serious 심각한

• examine 검사하다

• unlock 잠긴 것

7

을 풀다

⑤

Script

W Peter, the new semester will begin soon.
M Yeah. That means we have to recruit new members for

6

⑤

Script

W Harry, thanks for inviting me to your new house. Wow,

your garden is really beautiful!
M I spent a lot of time working on it.
W That bicycle leaning against the tree is really nice.
M Oh, that’s my son’s old bicycle. I put some flower plants

on it.
W Wonderful! Did you make that bird house on the branch

yourself?
M Yes. Right after I made it, a family of birds came and
W
M
W
M
W

started to live there.
Incredible! It must be nice to watch the birds while sitting
around the table under the tree and drinking coffee.
Yeah. It makes me feel comfortable and peaceful.
What is that over there? It looks just like an apple.
It’s a small chair. I sometimes sit there and read a book.
Let’s go inside. Everyone is waiting for you.
Okay. I wish I had a garden like yours.

M
W
M
W
M
W
M
W

해석

여 Peter, 새 학기가 곧 시작될 거야.
남 그래.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댄스 동아리를 위해 새로운 회원을 모

집해야 한다는 뜻이지.
여 작년에 우리는 우리 동아리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신입생들에

해석

여 Harry, 당신의 새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원이 정

말 아름답네요!
남 그것을 만드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저 자전거는 정말 멋있네요.
남 아, 그건 제 아들의 오래된 자전거예요. 제가 그 위에다 꽃 화분을

몇 개 두었답니다.
여 멋있어요! 나뭇가지 위에 있는 저 새집을 직접 만드셨어요?
남 네. 제가 그것을 만든 직후에, 새 가족이 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

어요.
여 믿을 수 없어요! 나무 아래 탁자에 둘러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새

들을 보면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남 네. 그게 저를 편안하고 평화롭게 해 준답니다.
여 저기에 있는 저것은 뭔가요? 꼭 사과처럼 생겼네요.
남 작은 의자예요. 저는 때때로 저기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 알겠어요. 저도 당신의 정원과 같은 정원을 갖고 싶어요.

게 나눠줬어, 그렇지?
남 그래. 그것은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많은 신입생들을

끌어 모으는 데는 실패했지.
여 그러면 올해는 방과 후에 댄스 공연을 하는 건 어떨까?
남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회원들도 틀림없이 동의할

거야.
여 그러면 우리 동아리 회원들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논의해 보자.
남 내일 방과 후에 회의하는 건 어때?
여 좋아. 그들에게 그 회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니?
남 물론이지. 내게 맡겨.
여 고마워. 그러는 동안에, 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최고의

공연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게.
해설

여자는 댄스 공연을 해서 새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자고 하면서 동아리 회원
들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 후, 남자에게 그 회의에 대해 동아리 회원들에
게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댄스 동아리 회원들에게 회의에 대해 알리기’이다.

해설

대화에서 작은 의자의 모양은 사과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버섯
모양이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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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ur dance club.
Last year we made brochures about our club and
distributed them to the freshmen, right?
Yeah. It took a lot of effort to make them, but it failed to
attract many freshmen.
Then this year how about doing dance performances after
school?
I think that’s a good idea, and I’m sure other members
will agree.
Let’s get all our club members together and discuss it
then.
How about having a meeting after school tomorrow?
Good. Could you let them know about the meeting?
No problem. Just leave it to me.
Thanks. In the mean time, I’ll think about what will be
the best performances for us to show everyone.

단기특강 듣기편

오답노트

① 신입생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 요청하기

여 잘됐네. 아, 거기서는 적어도 2년의 이전 해외 자원봉사 경험을 요

② 댄스 동아리를 위한 소책자 구상하기
③ 소책자를 동아리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기
④ 신입생을 위한 댄스 공연하기

구해.
남 정말? 난 전에 해외 자원봉사를 해 본 적이 없어. 유감스럽게도,

난 지원할 수 없겠다.
어휘
• semester 학기
• recruit 모집하다
• brochure 소책자, 안내서
• distribute 배분하다, 나누어주다 • freshman 신입생 • discuss 논의하다

해설

여자가 소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적어도 2년의 이전 해외 자원봉사 경
험을 요구하는데, 남자는 전에 해외 자원봉사를 해 본 적이 없어 지원을 할
수 없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해외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① ‘해외 자원봉사 경험이 없어서’이다.

8

①

Script

[Cell phone rings.]
M Hello. What’s up, Kate?
W Mike, are you still interested in volunteering abroad?
M Oh, yes. Why?
W I heard about a good overseas volunteer program. I
wonder if you want to join it.
M What kind of volunteer program is it?
W Taking care of children in South America.
M Oh, I’d love to join the program. Are there any requirements to apply for it?
W There are several, but I can only remember some of them.
There’s an age limit of 25.
M I just turned 25, so that’s not a problem. What else do
you remember?
W Hmm... Can you speak French or Spanish?
M Yes, I can speak Spanish quite well and communicate in
French.
W Good. Ah, they require at least two years of previous
overseas volunteering experience.
M Really? I haven’t volunteered overseas before. Unfortunately, I can’t apply for it.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Kate?
여 Mike, 너 여전히 해외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에 관심 있어?
남 어, 그래. 왜?
여 내가 괜찮은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거든. 네가 거기

에 참여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남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야?
여 남아메리카 어린이들을 돌보는 거야.
남 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조

건이 있니?
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몇 가지만 기억할 수 있어. 25세

의 연령 제한이 있어.
남 난 막 25세가 되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네. 다른 것은 뭐가

기억나니?
여 흠… 너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할 수 있어?
남 응, 난 스페인어는 꽤 잘하고 프랑스어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어휘

•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 • abroad 해외에서 • overseas 해외의
• wonder 궁금하다 • requirement 자격 조건 • apply for ~에 지원하다
•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 previous 이전의 • unfortunately 불행하
게도, 유감스럽게도

9

①

Script

W Good morning, Comcast Community Ice Rink. How may

I help you?
M Hi. I’d like to book a birthday package for next Saturday.
W We have two kinds of packages. Our hot dog package is
M
W

M
W

M
W
M
W
M
W
M

$140, and our pizza package is $190.
What is the difference?
Both packages include admission for 10 ice skaters and a
party table decorated with balloons. The hot dog package
includes 10 hot dogs and 10 soft drinks. The pizza
package includes 2 large pizzas and 10 soft drinks.
Hmm... I’ll choose the hot dog package.
All right. The package provides only one table for up to
10 people. Additional ice skaters are $5 each. Additional
party tables are $25 each.
We’ll have two additional skaters, but we don’t need an
additional table.
I see. Then you’ll need to pay an additional $10.
By chance, is there any way for me to get a discount?
Do you have a membership here? Members get a 10%
discount off the total.
Yes, I do. Here’s my membership card.
All right. You can get the discount.
Good. Here’s my credit card.

해석

여 안녕하세요, Comcast Community Ice Rink입니다. 어떻게 도

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생일 패키지를 예약하고 싶어요.
여 저희에게는 두 종류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핫도그 패키지는 140

달러이고 피자 패키지는 190달러입니다.
남 차이가 뭔가요?
여 두 패키지 모두 스케이트를 타는 10명을 위한 입장권과 풍선으로

장식된 파티 테이블 하나를 포함합니다. 핫도그 패키지는 10개의
정답과 해설

43

핫도그와 10잔의 음료수를 포함하고, 피자 패키지는 2개의 라지
사이즈 피자와 10잔의 음료수를 포함합니다.
남 흠… 저는 핫도그 패키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3인용 가죽 소파가 있습

니다. 이 카탈로그를 보시죠.
남 저는 이 종류가 마음에 드네요. 이 소파는 몇 가지 색으로 나오나

여 알겠습니다. 그 패키지는 최대 10명을 위한 테이블 하나만을 제공

요?

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각각 5달러입니

여 3가지 색이요. 검정색, 갈색, 그리고 회색.

다. 추가 파티 테이블은 각각 25달러입니다.

남 흠… 저는 갈색을 사고 싶습니다. 얼마인가요?

남 저희는 스케이트를 타는 추가 인원은 두 명이고, 추가 테이블은 필

요 없습니다.

여 800달러인데, 지금 10% 할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남 잘됐네요. 배송료는 얼마인가요?

여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1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할 겁니다.

여 30달러입니다.

남 혹시 제가 할인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남 좋아요. 그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여 여기 회원이신가요? 회원들은 총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수 있습니다.

해설

남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 회원증이 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관해 ‘크기(3인용), 재질(가죽), 색상(갈색), 할인율(10%)’

여 좋습니다. 손님께서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 언급했으나, ⑤ ‘배송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 잘됐네요.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어휘

해설

남자는 140달러짜리 핫도그 패키지를 선택했는데 추가 인원이 두 명이므로

• recommend 추천하다 • leather 가죽 • offer 제공하다
fee 배송료 • fill out a form 서식을 작성하다

• shipping

10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이므로 총 금액인 150달
러에서 10%의 할인(15달러)을 받아 13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어휘
• package 패키지 • admission 입장권 • decorate 장식하다
drink 음료수, 탄산음료 • additional 추가적인

• soft

11

④

Script

W Hello, residents of Sunflower County! We are now

10

⑤

Script

M Hello. I’m looking for a sofa to put in my livingroom.

Could you recommend a nice one?
W Sure. We have sofas for two, three, and four people.

Which size do you want?
M For three people. I want to buy a leather sofa.
W All right. We have two kinds of leather sofas for three

people. Please take a look at this catalog.
M I like this type. How many colors does this sofa come in?
W Three: black, brown, and gray.
M Hmm... I’d like to buy a brown one. How much is it?
W It’s $800, but we’re offering a 10% discount now.
M Good. How much is the shipping fee?
W It’s $30.
M All right. I’ll take it. Here’s my credit card.
W Thank you. And please fill out this form with your

address and phone number.

해석

여 안녕하세요, Sunflower County의 주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주

민 여러분들이 물을 보존하고 돈을 절약하는 것을 돕기 위해 Rain

Barrel Progra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빗물 받는 통은 실외에서
의 물 사용을 위해 빗물을 모아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통을
사서 그것을 집에 설치해 두시면, 수도 요금을 절약할 것입니다.
그것의 설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빗물 받는 통은 빠르고
쉬운 설치를 위해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색
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갈색, 회색, 그리고 흰색의 네

해석

남 안녕하세요. 저는 거실에 둘 소파를 찾고 있어요. 좋은 것을 추천

해 주실래요?
여 물론이죠. 저희에게는 2인용, 3인용, 4인용 소파가 있어요. 어떤

크기를 원하시나요?
남 3인용이요. 저는 가죽 소파를 사고 싶어요.

44

offering a Rain Barrel Program to help residents conserve
water and save money. Rain barrels collect and store
rainwater for outdoor water use. If you buy a barrel and
install it in your home, you’ll save money on your water
bill. Don’t worry about its installation. A rain barrel
arrives with simple instructions for fast and easy
installation. You can choose the color. There are four
available colors green, brown, gray and white. The retail
price is $119, but residents of Sunflower County can get
one for the special price of $79. You can purchase a rain
barrel at our website www.sunflowercounty.com. Please
remember that the deadline for the purchase at a
discounted price is April 19.

단기특강 듣기편

가지 이용 가능한 색깔이 있습니다. 소매가격은 119달러입니다만,
Sunflower County의 주민들은 특별 가격인 79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웹 사이트인 www.sunflowercounty.
com에서 빗물 받는 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최종 시한은 4월 19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 네, 그래요. 점심을 포함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건 어떠세요?

해설

빗물 받는 통의 소매가격은 119달러이지만, Sunflower County의 주민
들은 특별 가격인 7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④ ‘Sunflower County 주민은 빗물 받는 통을 119달러에 살

와야 해요.
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5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고르도록 하죠.

수 있다.’이다.
어휘

해설

• resident 주민 • barrel 통 • conserve 보존하다 • rainwater 빗물
• install 설치하다
• instruction 설명(서)
• available 이용 가능한
• purchase 구매하다 • deadline 최종 시한, 마감일

12

남 글쎄요, 가격을 좀 보세요. 너무 비싸요. 우리는 각자 점심을 가져

③

공룡 박물관의 현장 학습을 위한 다섯 가지 패키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
는 것 중 3D 영화와 점심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으므로 두 사
람이 선택할 패키지는 ③이다.
어휘
• field trip 현장 학습 • dinosaur 공룡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 educational 교육적인

• be

Script

M Ms. Wilson, where is your class going for the field trip
W
M
W
M
W
M
W
M
W
M
W

next month?
I haven’t decided yet. Where are you going?
I’m thinking of going to the Dinosaur Museum. How
about going there together with us?
That’s a good idea!
Then take a look at this. There are five field trip
packages. Let’s choose one.
Okay. I’d like to choose one of the packages with an
educational program.
Me too. Next, how about the 3D movie? I think the kids
would love it.
Hmm... it says here that it starts at 3 in the afternoon.
We’re supposed to return to the school by 3.
Unfortunately, we can’t watch the movie then.
No, we can’t. How about choosing this one that includes
lunch?
Well, look at the price. It’s too expensive. We should take
our own lunch.
You’re right. That way we can save $5. All right. Let’s
choose this one then.

해석

남 Wilson 선생님, 선생님네 반은 다음 달 현장 학습을 어디로 가실

거예요?

13
Script

M Olive, what are you reading now?
W An article about the habitat of birds near here.
M What does it say?
W It says that the land will be developed soon.
M Then the birds living there now may lose their homes.
W Yes, so, many environmentalists are standing up against

developers.
M People believe that they will get tremendous benefits

from developing the area.
W But they will lose the most precious thing at the same

time.
M Right. When birds lose their habitats, where do they go?
W I guess they don’t have anywhere to go. I’m afraid the

balance of nature will be destroyed.
M Money is making people blind. Humans are such selfish

animals.
W I agree. People often forget the fact that we should live in

harmony with nature.
M The land should be given back to nature right away.
해석

여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남 Olive, 지금 뭘 읽고 있니?

남 저는 공룡 박물관에 갈 생각이에요. 저희와 함께 거기로 가는 건

여 여기 근처에 있는 새들의 서식지에 대한 기사야.

어떠세요?

③

남 뭐라고 되어 있어?

여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여 그 땅이 곧 개발될 거래.

남 그렇다면 이것 좀 보세요. 다섯 가지의 현장 학습 패키지가 있어

남 그러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새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을지

요. 하나 골라 보죠.
여 좋아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있는 패키지들 중 하나를 고르

고 싶어요.
남 저도 그래요. 다음으로, 3D 영화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 흠… 그것은 오후 3시에 시작한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우리는 3

시까지 학교로 돌아가야 해요.
남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그 영화를 볼 수 없네요.

도 모르겠네.
여 그래, 그래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개발업자들에 맞서고 있어.
남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

이라고 믿어.
여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거야.
남 맞아. 새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잃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지?
여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자연의 균형이 파괴될까 봐 걱정이 돼.
남 돈이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있어.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야.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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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도 동의해.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

남 응, 그래서 그녀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서 그녀의 무책임함을 비난

했지. 그런데 곧 Mark와 함께 모둠 프로젝트를 할 사람은 우리 학

실을 자주 잊어버려.

교의 또 다른 Judy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남 그 땅은 지금 당장 자연에 되돌려 줘야 해.

여 그녀를 비난하기 전에, 넌 네가 들었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

해설

두 사람은 인간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 시각으로 대화를 하였다. 마지막에 여자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
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 땅은 지금 당장 자연에 되돌려 줘야 해.’이다.

어야 했어.
남 맞아.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여 그녀를 만나서 네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해설

사실을 잘못 듣고 오해를 해 친구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남자가 사실을 알게

오답노트

된 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① 그게 바로 그 지역을 꼭 개발해야 하는 이유야.
② 오염은 야생 동식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④ 사람들이 야생 조류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하자.
⑤ 난 왜 그 개발업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취소했는지 알고 싶어.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녀를 만나서 네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이다.
오답노트

어휘
• habitat 서식지 • environmentalist 환경운동가 • stand up against
~에 맞서다 • tremendous 엄청난 •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 selfish
이기적인 • in harmony with ~와 조화롭게 • devastating 대단히 파괴적인
• consequence 결과

①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녀 때문에 네가 화가 났다고 말해.
③ 그녀를 비난하지 마. 그녀는 네게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어.
④ 그녀와 함께 모둠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해.
⑤ 그녀와 팀을 이루지 마. 그녀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어휘

• careless 부주의한
• sincerely 진심으로

14

• blame 비난하다

• irresponsibility 무책임함

②

Script

15

③

W Peter, why the long face?
M I think I made Judy upset.
W Why? What happened between you two?
M I was too careless. Moreover, the text message I sent to
W
M
W
M

W
M
W

her made the situation worse.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Yeah. Judy was supposed to do a group project with me.
But I heard she would team up with Mark.
You must have gotten upset after hearing that.
Yeah, so, I texted her right away and blamed her for her
irresponsibility. But I soon learned that it is another Judy
at our school who will do a group project with Mark.
Before blaming her, you should have found out if what
you had heard was true or not.
Right. What should I do now?
Meet her and sincerely apologize for what you did.

Script

W Ms. Smith, a school teacher is talking with one of her

students, Jamie. Jamie has a conflict with his parents
about computer games. He says that he promised them he
would only play computer games for one hour a day and
they allowed it. According to him, however, his parents
often get angry and forbid him to use his computer. Ms.
Smith knows that people tend to have a self-centered way
of thinking. She asks Jamie if he keeps his promise with
his parents. He answers that he often plays computer
games more than he promised. Ms. Smith thinks that he
has to build trust with his parents to resolve the conflict
with his parent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s. Smith
most likely say to Jamie?
해석

여 교사인 Smith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들 중 한 명인 Jamie와 함께

해석

여 Peter, 왜 우울하니?
남 내가 Judy를 화나게 한 것 같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amie는 컴퓨터 게임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루 한 시간 동

여 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안만 할 것을 약속했고 그들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남 내가 너무 부주의했어. 게다가, 내가 그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자주 화를 내시고 그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상황을 악화시켰어.
여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남 응. Judy는 나와 함께 모둠 프로젝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 하지

만 그녀가 Mark와 팀을 이룰 거라는 얘길 들었지.
여 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틀림없이 화가 났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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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Smith 선생님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Jamie에게 그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대답
합니다. Smith 선생님은 그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부모님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른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걀, 포도, 그리고 짙은 색 베

서, Smith 선생님은 Jamie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리류는 적정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아연과 다른 미네
랄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이 모든 식품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포함

해설

Jamie와 그의 부모님 간의 갈등은 Jamie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 Smith 선생님은 그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Smith 선생님이 Jamie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문제는 신뢰의 부족이니까 먼저 너의 약속

건강에 행운을 빕니다!
해설

해서 말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오답노트

① 내가 너라면, 네 방에서 그 컴퓨터를 없애 버릴 텐데.
② 너의 부모님께 네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해.
④ 네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게 어때?
⑤ 네 부모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너의 사고방식은 그들과는 달라.

[16~17]

건강하게 먹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눈에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

16. 남자는 눈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 중 일부에 대

을 지키도록 노력해.’이다.

어휘
• conflict 갈등 • forbid 금지하다
신뢰 • resolve 해결하다

시키는 것이 완벽한 눈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16

②

17

• trust

은 ②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을 소개하려고’이다.

17. 눈에 좋은 식품으로 당근, 오렌지, 시금치, 포도는 언급되었지만, ④ ‘아
몬드’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 promote 증진시키다 • contain 포함하다 • beta-carotene 베타카로틴
• vision 시력 • infection 감염 • cabbage 양배추 • spinach 시금치
• kale 케일 • nutrient 영양분 • zinc 아연 • proper 적절한 • ensure
보장하다

④

Script

M Hello, listener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oods that

help to promote good eye health, but how many do you
know about?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se foods. I’m sure you’ve heard that you need to eat
your carrots because they’re good for your eyes. The
reason we were all told this as children is that carrots
contain high levels of beta-carotene, a type of vitamin A
that plays a key role in powering your vision. Oranges
and lemons are rich in Vitamin C, which protects the eyes
against infections and diseases. Cabbage, spinach, and
kale contain vitamin A and other nutrients that protect the
eyes from eyesight problems. Eggs, grapes, and dark
berries are good sources of zinc and other minerals that
help increase proper vision. While including all of these
foods into your diet may not ensure perfect eye health,
eating healthy is still good for your eyes. Good luck to
your eye health!
해석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눈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여러 식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
신가요? 오늘, 저는 이러한 식품들 중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눈에 좋기 때문에 당근을 먹어
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 이
말을 들었던 이유는 당근이 여러분의 시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을 높은 수준으로 포
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와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서, 그것은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양배추, 시금
치, 그리고 케일은 눈을 시력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A와 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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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99

3회

1 ①
7 ③
13 ⑤

2 ③
8 ③
14 ④

3 ②
9 ⑤
15 ④

4 ②
10 ⑤
16 ①

5 ④
11 ③
17 ③

6 ④
12 ⑤

여 아니요, 못 봤어요. 부엌에 있는 식탁에 있는지 봤나요? 당신은 보

통 그 위에 열쇠를 놓잖아요.
남 이미 확인했지만, 거기에 없었어요.
해설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식탁에 있는지 봤냐
고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이미 확인

1

①

했지만, 거기에 없었어요.’이다.
오답노트

Script

M Stella, have you booked a restaurant for your birthday

party?
W Yes, I have. I’ll have my party at Rainbow Restaurant in

① 아니요, 나는 그 식탁을 사고 싶지 않아요.
② 미안하지만, 나는 자동차 열쇠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④ 좋아요, 지금 바로 차로 식당까지 태워다 줄게요.
⑤ 부엌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은 내가 신경 쓸게요.

front of the school.
M Oh, I’ve been there. It serves delicious food at reasonable

prices.
W That’s why I decided to have my party there.

어휘

• dining table 식탁

해석

3

남 Stella, 네 생일 파티를 위한 식당을 예약했니?

②

여 그래, 했어. 학교 앞에 있는 Rainbow 식당에서 파티를 할 거야.
남 오, 그 식당에 가 봤어.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거든.
여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파티를 하기로 결정한 거야.
해설

여자가 Rainbow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할 것이라고 하자, 남자는 그 식당
이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파티를 하기로 결정한
거야.’이다.
오답노트

② 걱정 마. 오늘 저녁에 네게 저녁을 사줄게.
③ 너는 더 일찍 식당을 예약했어야 했어.
④ 미안하지만, 그 식당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⑤ 내가 너라면, 그의 생일 파티에 안 갈 거야.

Script

M Hi, it’s nice to see all of you here. I’m David Sanderson,

a sophomore majoring in politics. Yesterday the school
announced a plan to construct a parking lot in the vacant
lot next to the library. Maybe all of you here have heard
the new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lan? Do you
think it makes sense? If a parking lot is built, the school
will be crowded with more cars, and it’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effect on our school life. The school always
tells us that everything they do is to make our school life
more comfortable, but I don’t think building a parking lot
is for us. I strongly feel that the school should cancel the
plan if they really care about our school life.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어휘

• book 예약하다

• serve 제공하다

전공하는 2학년 David Sanderson입니다. 어제 학교는 도서관
옆 공터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

• reasonable (가격이) 적당한

러분 모두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에 대해

2

③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주차
장이 건설되면, 학교는 더 많은 자동차로 붐빌 것이고, 이것은 불

Script

가피하게 우리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학

W Honey, what’s wrong? You look worried.

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학교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

M Well, I think I lost my car keys. Did you see them this

기 위한 것이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지만, 저는 주차장을 건설

evening?
W No, I didn’t. Have you looked at the dining table in the
kitchen? You usually put them on the table.
M I’ve already checked, but they were not there.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가

해석

정말로 우리의 학교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계획을 취소해
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해설

남자는 도서관 옆 공터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학교의 계획이 학생들의 학

여 여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

남 그게,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내 열쇠를

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교내 주차

봤나요?

48

단기특강 듣기편

장 건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하려고’이다.

어휘

• sophomore (대학) 2학년생 • major in ~을 전공하다 • parking lot 주차
장
• vacant 비어 있는
• make sense 타당하다, 말이 되다
• be
~로
붐비다
crowded with
• inevitably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 have a
negative effect on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 comfortable 편안한

5

④

Script

W Hi! Long time no see.
M Oh, hi! It’s really nice to see you again. It’s been so long

4

②

Script

M I heard that you’re going to take a trip to Bangkok,

Thailand during the vacation.
W Yeah. I’ll go there as soon as the vacation starts.
M Sounds cool! Are you going with your family?
W No, I’m going alone. It’s much better to travel alone.
M What? Alone? Won’t you feel lonely if you travel alone?
W Not at all. I’ll have more chances to make friends with

M
W
M

W
M

local people if I’m alone. Making new friends is really
exciting.
That’s a good point.
What’s more, when traveling alone, I can do whatever I
want.
You’re right. I traveled with a friend before and I had to
go somewhere I didn’t want to visit because of him. It
was a bit annoying.
That’s what I mean. If you travel alone, you won’t
experience that kind of thing.
Well, now I feel like traveling alone too.

해석

남 네가 방학 동안에 태국의 방콕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들었어.
여 그래.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방콕으로 갈 거야.
남 멋진데! 가족이랑 같이 가니?
여 아니, 혼자 갈 거야. 혼자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남 뭐라고? 혼자 간다고? 혼자 여행 가면 외롭지 않을까?
여 아니, 전혀. 혼자면 현지인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더 많을 거야. 새

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로 신나.
남 맞는 말이다.
여 게다가, 혼자 여행을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
남 네 말이 맞아. 전에 친구와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가

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만 했어. 그것은 약간 짜증이 났어.
여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네가 혼자 여행하면, 너는 그러한 것을 경험

하지 않을 거야.
남 음, 이제 나도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걸.

W
M
W
M
W
M
W
M
W
M

since you came here that I thought you had moved to
another city.
Well, I was in the hospital because of a car accident. I just
got out of the hospital last week.
Oh, I’m sorry to hear that. Are you okay now?
Yes, I am perfectly okay. Your beauty salon is still
crowded with customers.
It’s all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you. Have a seat
here, please.
Okay.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Have you seen the movie Happy School?
Yes, I have. Ah, you want to have your hair done like the
main actress in the movie, don’t you?
Yes, I do. Can you do my hair just like hers?
Sure! I think that hairstyle will look good on you.

해석

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남 오, 안녕하세요!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로 반가워요. 손님께서 오

랫동안 안 오셔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했어요.
여 그게, 교통사고로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지난주에 퇴원을 했

어요.
남 오, 유감이에요. 지금은 괜찮나요?
여 네, 완전히 괜찮아요. 당신의 미용실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네요.
남 다 손님 같은 단골 덕분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 알겠습니다.
남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 영화 Happy School 보셨나요?
남 네, 봤어요. 아, 그 영화의 주연 여배우처럼 머리를 하고 싶으신 거

죠, 그렇지 않나요?
여 네, 맞아요. 제 머리를 그녀처럼 해줄 수 있나요?
남 그럼요! 그 헤어스타일이 손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해설

여자가 미용실이 여전히 손님들로 붐빈다고 말하자, 남자는 여자와 같은 단
골 덕분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헤어 디자이너 - 손님’이다.
어휘

• beauty salon 미용실

• regular customer 단골손님

• actress 여배우

해설

여자는 혼자 여행을 하면 현지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더 많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혼자 여행하는 것의 이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

6

④

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여행은 혼자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이다.
어휘
• take a trip 여행하다 • as soon as ~하자마자 • local people 현지인
• annoying 짜증 나는 • feel like -ing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Script

W Albert, have you finished designing the sign for the cafe?
M Yes, almost. Please have a look at it on the monitor.
정답과 해설

49

W Um... you put the name “A Lazy Cat” in the center at the

top.
M Yeah. And I drew a big tree on the left.

해석

남 Tiffany, 운동장을 봐요.
여 오, 잔디가 잘 정돈되어 있어요. 이 운동장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

W Very good. I like the cat reading a book against the tree.

It looks funny.

기에 완벽해요.
남 음, 우리 아이들 팀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요.

M I’m happy to hear tha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at

여 나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많이 실망할 거예요.

drinking a cup of coffee on the right?
W Good. It’s very cute. Oh, there’s a rectangle at the bottom.
What is it for?
M I’ll write the websit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inside it.
W I got it. I think your design is very good.

남 그럴지도 모르죠. 알다시피, 아이들이 시합을 위해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여 좋아요! 이제, 우리 일을 해야 할 때에요.
남 알았어요. 먼저, 아이들 점심 도시락을 어디에 둘까요?
여 저기에 있는 벤치 아래에 두세요. 음료수는 어디에 있죠?
남 아, 버스에서 음료수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지금 바로 가서

가지고 올게요.

해석

여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도시락을 챙길게요.

여 Albert, 카페 간판 디자인을 다 했나요?

남 알았어요.

남 네, 거의 끝냈어요. 모니터에서 한번 보세요.
여 음… 카페 이름인 A Lazy Cat을 상단 중앙에 놓았군요.

해설

남 네. 그리고 왼쪽에 커다란 나무를 그렸어요.

음료수가 어디에 있냐는 여자의 물음에 남자는 버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여 아주 좋아요. 나무에 기대어서 책을 읽고 있는 고양이가 마음에 들

잊었다고 하면서 지금 바로 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음료수 가지고 오기’이다.

어요. 재미있게 보여요.
남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오른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고양이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좋아요. 아주 귀여워요. 오, 바닥에 직사각형이 있네요. 이것은 무

어휘

• trim 정돈하다
•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 disappointed 실망한
도시락
청량음료,
음료수
• lunch box
• soft drink
• right away 지금 바로

엇을 위한 거죠?
남 그 안에 웹 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을 거예요.

8

여 알았어요. 디자인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③

해설

남자는 커피를 마시는 고양이를 언급했는데 그림에는 컵 안에 고양이가 있
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Saturday, do you?

어휘

• sign 간판

Script

M Rachel, you don’t work at your part-time job this
W No, I don’t. Why?

• rectangle 직사각형

M Cindy and I are going to the amusement park that day.

Why don’t you join us?
W Sounds fun, but I can’t join you. I have to go to Bondi

7

③

Script

M Tiffany, look at the playground.
W Oh, the grass is well trimmed. The playground is perfect
M
W
M
W
M
W
M
W
M

50

for kids to play soccer.
Well, I hope our kids’ team will win the game today.
Me too. Otherwise, they will be really disappointed.
Maybe. As you know, they really practiced hard for the
game.
Okay! Now, it’s time to do our job.
I got it. First, where should I put their lunch boxes?
Put them under the bench over there. Where are the soft
drinks?
Ah, I forgot to bring them from the bus. Let me go get
them right away.
Okay. Then I’ll take care of the lunch boxes.
I got it.
단기특강 듣기편

Beach.
M Bondi Beach? Don’t you think it’s too cold to play in the

water?
W I’m not going there to play.
M Then why are you going there?
W You know I belong to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Green World, don’t you?
M Yes, I do.
W We are going to clean the beach this Saturday.
M Oh, really? It sounds very rewarding. I’d like to join you,

too.
W Then ask Cindy if she can join us at the beach as well.
M Okay! Let me make a phone call to her now.
해석

남 Rachel,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제 일 안 하지, 그렇지?
여 응, 안 해. 왜?
남 Cindy와 내가 그날 놀이공원에 갈 거거든. 우리랑 같이 갈래?
여 재미있겠지만, 너희랑 같이 갈 수 없어. Bondi 해변에 가야 하거든.

남 Bondi 해변? 물놀이하기에는 너무 추운 것 같지 않니?

여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신용카드 있습니다.

여 난 물놀이를 하러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해설

남 그럼 거기에 왜 가는 거야?
여 넌 내가 환경 단체인 Green World에 속해 있는 것을 알지, 그렇

지 않니?

여자는 12달러짜리 젖병은 너무 작다며 3달러 더 비싼 큰 젖병을 세 개 구
입했으므로($15×3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⑤ ‘$45’이다.
어휘

남 그래, 알아.
여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해변을 청소할 예정이야.
남 오, 정말? 매우 보람 있는 일 같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 nursing bottle 젖병
• particular 특정한, 특별한
• newest 최신의
• hold 담다, 수용하다 • download 내려받다 • apply to ~에 적용되다

여 그러면 Cindy도 해변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지 물어봐.
남 좋아! 지금 Cindy에게 전화할게.
해설

10

여자는 이번 주 토요일에 Bondi 해변을 청소하러 간다고 말했으므로 정답
은 ③ ‘해변을 청소하기 위하여’이다.

Script

어휘

• amusement park 놀이공원 • belong to ~에 속하다
organization 환경 단체 • rewarding 보람 있는

⑤

• environmental

M Cindy, is there any interesting news on the notice board?
W Yes, there is. Look at this poster.
M Oh, ACE Department Store is going to hold a jazz

concert.

9

⑤

Script

W Hi, I’d like to buy a nursing bottle.
M Do you have any particular brand in mind?
W Yes, I do. I want one by Mother Care.
M Sure! How about this one? It costs $12 , and it’s the

newest product by Mother Care.
W Well, I think it’s a bit small. Do you have one bigger than

this?
M Yes, I do. This one holds 180 ml, and it’s only $3 more
W
M
W

M
W

expensive.
Oh, I like it. I’ll take three of these bigger bottles.
OK. Do you need anything else?
That’s all. Ah, I have a $5 discount coupon that I
downloaded from the Mother Care website. Can I use it
now?
I’m sorry, but the coupon doesn’t apply to new products.
Okay, no problem. Here’s my credit card.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젖병을 사고 싶은데요.
남 마음에 두고 있는 특정한 상표가 있나요?
여 네, 있어요. Mother Care에서 나온 젖병을 원해요.
남 그럼요! 이것은 어떠세요? 12달러이고, Mother Care에서 나온

최신 제품입니다.
여 음,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남 네, 있습니다. 이것은 180ml를 담을 수 있고, 겨우 3달러 더 비쌉

니다.
여 오, 마음에 들어요. 이 큰 젖병을 세 개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신가요?
여 이게 다예요. 아, Mother Care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5달러 할

인 쿠폰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쓸 수 있나요?
남 죄송하지만, 그 쿠폰은 신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W Yes. It’s being held on September 1 in order to celebrate
M
W
M
W
M
W
M

the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store.
Look! Ten famous jazz singers, including Jessy Brown,
will perform at the concert.
Jessy Brown? She’s my favorite jazz singer.
Mine too. Hey, why don’t we go to the concert?
I’d love to, but it’s at Rainbow Music Hall. Don’t you
think that’s too far from here?
I don’t think so. If we take the subway, it’ll take less than
one hour to go there.
Um... okay. Let’s go to the concert together.
Good! I’ll book the tickets right away.

해석

남 Cindy, 게시판에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
여 그래, 있어. 이 포스터를 봐.
남 오, ACE 백화점이 재즈 콘서트를 여는구나.
여 응. 백화점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9월 1일에 열려.
남 봐! Jessy Brown을 포함해서 10명의 유명한 재주 가수들이 콘서

트에서 공연을 할 거야.
여 Jessy Brown?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가수야.
남 나도 그래. 야, 우리 콘서트에 갈래?
여 가고는 싶지만, 그건 Rainbow 음악당에서 열려. 여기서 너무 멀

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하철을 타면, 거기에 가는 데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야.
여 음… 좋아. 같이 콘서트에 가자.
남 좋아! 지금 바로 입장권을 예매할게.
해설

주최 단체(ACE 백화점), 개최 목적(창립 기념일 축하), 공연 가수의 수(10
명), 장소(Rainbow 음악당)는 언급되었으나, ⑤ ‘입장권 가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 notice board 게시판

• celebrate 축하하다

• anniversary 기념일
정답과 해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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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 But it’s via Hong Kong. I want to fly direct to Seoul.

Otherwise, it’ll take a really long time.
W Yeah, you’re right. Okay, then let’s book this flight.

Script

M Could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m going to tell you

about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camps: Swimming
Camp. The camp will be held on every Saturday from
May to June. The camp is only open to high school
students. There will be five swimming classes according
to participants’ swimming skills, not based on their
grades.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the camp, please
visit the school website. You need to register online.
Participation fee is $30 for one month, but if you want to
take part in the whole camp, you only need to pay $50.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school website.
해석

남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캠프 중의 하

나인 수영 캠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캠프는 5월부터 6
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될 거예요. 이 캠프는 오직 고등학교 학
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학년이 아니라 수영 실
력에 따라 다섯 개의 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캠프에 참여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온라

해석

여 여보, 봐요! 서울행 항공편의 새로운 목록이 있어요.
남 이것을 주의 깊게 보고 어떤 항공편을 이용할지 결정해요.
여 먼저 가장 좋은 항공사를 생각해야 해요.
남 음, 나는 K&P와 Star Airlines 둘 다 좋아요. 하지만 Rainbow

비행기는 타고 싶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고, 기내 서비스도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여 나도 들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K&P 또는 Star Airlines의 항공

편을 예약해요.
남 출발 시간은 어때요?
여 나는 아침에 출발하는 것보다 밤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더 좋아요.

당신은요?
남 나도 그래요. 음… 이제 목록에 항공편이 두 개 남았어요.
여 맞아요. 음, 가격을 봐요. 이 항공편이 저 항공편보다 약 50달러가

더 저렴해요.
남 하지만 이 항공편은 홍콩을 경유해요. 나는 서울까지 직항으로 가

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항공편을 예약해요.
해설

인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참가비는 한 달에 30달러이지만, 캠프
전체에 참가하고 싶다면 50달러만 내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두 사람은 K&P와 Star Airlines 중에서 밤에 출발하고 홍콩을 경유하지

원하시면, 학교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않고 서울까지 직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예
약할 항공편은 ⑤이다.

해설

남자가 참가자의 학년이 아니라 수영 실력에 따라 다섯 개의 수영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학년에 근거한 다섯 개
의 수영반이 있다.’이다.

어휘

• flight 항공편, 비행
• in-flight service 기내 서비스
• departure 출발
~을
경유하여
직행으로,
곧바로
• via
• direct
• nonstop 직행

어휘

• according to ~에 따라서 • based on ~에 근거하여 • register 등록하다
• participation fee 참가비 •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12
Script

M Let’s look at it carefully and decide which flight to take.
W First we have to think about the best airline.
M Well, I like both K&P and Star Airlines. But I don’t want

M
W
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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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ly with Rainbow. I heard their planes are not safe, and
that the in-flight service is not good, either.
I heard that, too. Okay, then let’s book one by K&P or
Star Airlines.
What about the departure time?
I’d prefer a flight that departs at night rather than in the
morning. What about you?
Me too. Um... now there are two flights left on the list.
Right. Well, look at the prices. This one is about $50
cheaper than the other.
단기특강 듣기편

⑤

Script

⑤

W Honey, look! There’s a new list of flights to Seoul.

W

13

[Cell phone rings.]
M Hi, Kate.
W Daniel, you didn’t forget that we have a club meeting at
the student union building, did you?
M No, I didn’t. I’m on my way there now. Where are you?
W Well, I’m still at the library.
M Still at the library? What’s up? The meeting will start
soon.
W Well, I don’t think I can attend the meeting.
M Why not? We have to decide on the songs to perform at
the upcoming school festival. Every member should join
the meeting, if possible.
W I know that, but I haven’t finished writing the biology
report yet.
M The biology report? It’s due tomorrow.
W Right. That’s why I can’t attend the meeting. I have to
write it now.

M I got it. I’ll tell the other members about your situation.

W He was, but not anymore. His grades have dropped

W Thank you. And I’ll support any decisions made at the

sharply after he became absorbed in online games last
semester.
M Really? I think playing online games is really bad for us.

meeting.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해석

남 안녕, Kate.

여 Kevin,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읽고 있어?

여 Daniel, 학생회관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는 것 잊지 않았지, 그렇지?

남 음, 이것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기사야.

남 그래, 잊지 않았어. 지금 거기에 가는 길이야. 너는 어디야?
여 음, 나는 아직도 도서관이야.

여 흥미롭게 들리는걸.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어?

남 아직 도서관이라고? 무슨 일이야? 모임이 곧 시작될 거야.

남 먼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

여 그게, 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
남 왜 못하는데? 우리는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서 어떤 노래를 공연할

지 결정해야 해. 가능한 모든 회원이 모임에 참석해야 해.

여 그것은 학생들이 밖에서 놀지 않고 오직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

아 있기 때문이야.

여 알아, 하지만 난 아직 생물 보고서 쓰는 것을 끝내지 못했어.

남 맞아. 이 기사는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더 많이 하면 할수

록, 그들의 학교 성적이 더 나빠진다고 말하고 있어.

남 생물 보고서? 그것은 마감이 내일이야.
여 그래. 그래서 내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보고서를 써

여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해. 너 옆 반에 있는 Brian 알지?
남 응, 알아. 그는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는 학생이잖아, 안 그래?

야 하거든.
남 알았어. 다른 회원들에게 네 상황을 전할게.

여 그랬었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그가 지난 학기에 온라인 게

여 고마워. 그리고 난 그 모임에서 나오는 결정은 어느 것이든 따를게.

임에 푹 빠진 이래로 그의 성적이 가파르게 떨어졌거든.
남 정말?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 같아.

해설

여자가 생물 보고서를 써야 해서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해설

남자는 다른 회원들에게 여자의 상황을 전하겠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

남자가 여자에게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

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고마워. 그리고 난 그 모임에서 나오는

다고 말하자, 여자는 옆 반에 있는 Brian이 그렇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정말?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우리

결정은 어느 것이든 따를게.’이다.

에게 정말 나쁜 것 같아.’이다.

오답노트

① 나는 그 축제에 가고 싶지 않아. 재미있지 않을 거야.
② 그럼! 너는 클럽 회원들에게 네 소개를 해야 해.
③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모임을 연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④ 그 동아리에 가입하면 네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거야.

오답노트

① 네 말이 맞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야.
②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Brian과 노는 것을 좋아해.
③ 걱정 마. 내가 Brian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말할게.
⑤ 너는 게임을 하기 전에 이 기사를 읽었어야 했어.

어휘

• student union 학생회

• upcoming 다가오는

• biology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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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 intently 골똘하게 • article 기사 • affect 영향을 미치다
르게, 날카롭게 • absorbed in ~에 몰두한

• sharply 가파

④

Script

15

④

W Kevin, what are you reading so intently?
M Well, it’s an article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playing

online games on students like us.
W Sounds interesting. What does the article say?
M First, it says that playing online games affects students’

general health.
W That’s because students don’t play outside and just sit in

front of a computer at home.
M Right. The article also says that the more students play

online games, the worse their grades become at school.
W I totally agree with it. Do you know Brian in the next

class?
M Yes, I do. He’s a straight-A student, isn’t he?

Script

W Sally is working at a publishing company, and she’s

going to have an 8-day holiday from the first day of next
month. Since she loves scuba diving, she wants to spend
the holiday at a place where she can enjoy that sport. She
goes to a travel agency near her company to ask about a
travel destination. At the office, she tells Brian, the travel
agent, about what she wants. Brian recommends Cairns,
Australia to Sally, saying that the city is one of the best
places for her holiday because the sea in Cairns is famous
for lots of beautiful coral and fish. He adds that people in
Cairns are nice and friendly to tourists and the price of
정답과 해설

53

living is also reasonable. After listening to Brian, Sally
thinks that Cairns is the best place to spend the holiday.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ally most likely say to
Brian?
해석

여 Sally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8일간 휴가를

갈 것입니다. Sally는 스쿠버다이빙을 좋아해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휴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목적지에 대해 물어보려고 회사 근처에 있는 여행사에 갑니
다. 여행사에서 그녀는 여행사 직원인 Brian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Brian은 Sally에게 호주의 케언즈를 권유하
면서 이 도시에 있는 바다가 수많은 아름다운 산호와 물고기로 유
명하기 때문에 이곳이 그녀의 휴가를 위해 가장 좋은 장소 중의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케언즈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에게
잘해주면서 친절하고, 생활 물가 또한 적당하다고 덧붙입니다.

Brian이 하는 말을 듣고, Sally는 케언즈가 휴가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ally가 Brian에게 뭐
라고 말하겠습니까?

social skills. Are you one of them? Then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I’m going to tell you how you can make
your kids more sociable. Have your kids play sports. Sign
your kids up for a team sport such as baseball or soccer
so that they have a chance to play with others. Don’t
worry even if there aren’t any suitable clubs in your
neighborhood. Solo sports such as swimming or inline
skating can play a similar role. Although these sports
don’t give your kids an opportunity to develop teamwork
skills, they can help. Your kids can realize the pleasure of
playing outside through the sports, and this will
encourage them to play outside with friends more. What
do you think of my idea? It’s very simple, but really
effective for improving the social network of your kids.
해석

여 Happy Kids, Happy Parents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Tiffany Johnson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음,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텔레
비전을 보면서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서 친구들과 노

해설

여행사 직원인 Brian이 케언즈를 휴가지로 추천하면서 케언즈의 좋은 점을
말하자, Sally는 케언즈가 자신이 휴가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
했으므로 Sally가 Bri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좋아요, 케언즈
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이다.

는 것을 꺼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모 중 한 분이십니
까? 그러면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욱 사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스포츠를 하게 하세요. 야구와 축구 같은 단체 운동에 자녀를 등록

오답노트

시켜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과 운동할 기회를 주십시오. 인근에 적

① 아니요, 저는 스쿠버다이빙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②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에 케언즈에 가 본 적이 없어요.
③ 당신 덕분에, 케언즈에서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요.
⑤ 미안하지만, 전 이번에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당한 클럽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영 또는 인라인
스케이팅처럼 혼자 하는 스포츠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스포츠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팀워크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 밖에서 노는 것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더 많이 놀게 할 것

어휘

• publishing company 출판사 • destination 목적지 • recommend 권
• price of living 생활 물가 •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유하다

내용 더 보기

호주 퀸즐랜드 주 북부에 있는 도시이다. 사탕수수 재배의 중심지이며
설탕·목재·주석 등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거대한 규모의 산호초군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퀸즐랜드 해안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어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16

①

17

③

Script

W Welcome to the show Happy Kids, Happy Parents! I’m

your host, Tiffany Johnson. It’s nice to see you again.
Well, nowadays lots of children enjoy staying alone at
home while playing online games or watching TV, and
they’re reluctant to go outside with their friends. For this
reason, many parents are worried that their kids lack in

54

단기특강 듣기편

여러분의 자녀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해설

16. 여자는 집에서 혼자 노는 자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스

Cairns(케언즈)

[16~17]

입니다. 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포츠를 통해 자녀를 사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
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포츠를 함으로써 자녀를
사교적으로 만들기’이다.
오답노트

② 어린이가 단체 운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③ 단체 운동과 혼자 하는 운동의 차이
④ 텔레비전 시청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⑤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
17. 여자는 야구, 축구, 수영, 인라인 스케이팅은 언급했지만, ③ ‘농구’는 언
급하지 않았다.
어휘

• be reluctant to ~하기를 꺼려하다 • lack in ~이 부족하다 • sociable 사
교적인 • suitable 적절한 • encourage A to B A가 B하도록 장려하다

memo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