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영어 영역

듣기 기본 모의고사
23회+2회

절한 것은 ④ ‘그것들은 낭비이고 환경을 해쳐요.’이다.
P A R T

Ⅰ

유형 학습 & 유형 모의고사

① 이 가게에서 그것들을 사는 게 더 싸요.
② 당신은 그 가게에 환불을 요청해야 해요.
③ 나는 오늘 아침에 식료품을 배달시켰어요.
⑤ 우리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해요.

유형 학습

기출로

1③

1

Check Up
2④

어휘

적절한 응답 찾기

3②

•grocery 식료품 •refund 환불 •deliver 배달하다 •consume 섭취하다
p. 8

4③

3②
소재 아들의 지나친 핸드폰 사용

Script

1③
소재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Script
W Hi, Hyeonseo. I haven’t seen you lately. Where have you been?
M Oh, hi, Jenny. I’ve been in Pyeongchang to volunteer at the

Winter Olympics.
W That’s cool! What did you do there?
M I helped visitors in the Lost and Found.

W Honey, would you stop letting Kevin use your smart phone?
M Why? He’s just playing a game. He looks so happy.
W It’s been an hour. That’s too long for a 6-year-old boy.
M It’s natural for him to be interested in digital devices.
W The problem is when he plays with your phone, he rubs his
M
W
M
W
M

해석
여 안녕, 현서. 최근에 너를 못 봤네. 어디 갔었니?
남 아, 안녕, Jenny. 나는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해 평창에 있었어.
여 그거 멋진데! 거기에서 뭐 했니?
남 나는 분실물 보관소에서 방문객들을 도와주었어.

eyes a lot.
Well, could it be a problem?
Come on, honey! Kevin might have poor eyesight later on.
Hmm.... Now I see what you mean.
Honey, I can’t fix this problem without your help.
All right. I won’t let him use my phone too long.

해석
여 여보, Kevin이 당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그만둘래요?
남 왜요? 그는 그저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매우 행복해 보여요.
여 한 시간이에요. 그건 6살 난 남자아이에겐 너무 길어요.

해설

남 그 애가 디지털 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남자에게 여자가 거기에서 뭐 했는지 묻

여 문제는 그 애가 당신 전화기로 놀 때 눈을 많이 비빈다는 거예요.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나는 분실물

남 글쎄, 그게 문제가 될까요?

보관소에서 방문객들을 도와주었어.’이다.

여 이봐요, 여보! Kevin이 나중에 시력이 나쁠 수도 있어요.

① 나는 그 일을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었어.

남 음…. 이제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알겠어요.

② 나는 스키 대회에서 우승해서 기뻤어.

여 여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④ 나는 3월에 2주 동안 평창을 방문할 거야.

남 좋아요. 그 애가 내 전화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게요.

⑤ 나는 동계올림픽에서 그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을 잊었어.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아들이 전화기를 너무 오래 가지고 놀지 않게 해 달라고 말

어휘
•competition 대회 •Lost and Found 분실물 보관소 •apply for ~에 지
원하다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좋아요. 그
애가 내 전화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게요.’이다.
① 문제없어요. 내게 그 게임을 하는 법을 알려 줄 수 있잖아요.

2④
소재 장바구니 사용

Script

③ 좋아요. 내 전화기로 더 많은 사진을 찍읍시다.
④ 글쎄요, 수면 부족은 시력을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⑤ 물론이죠. 나는 눈 검사를 이미 받았어요.
어휘

M Honey, I’m going grocery shopping now.

•natural 당연한, 정상적인 •device 기기, 장치 •rub 비비다, 문지르다

W Are you? Don’t forget to take a grocery bag with you.

•have poor eyesight 시력이 나쁘다 •later on 나중에 •fix 바로잡다

M Why should I take it? I can buy plastic bags there.
W They become waste and hurt the environment.

4③
소재 외국으로 가는 사촌 선물

해석
남 여보, 나 지금 식료품 사러 갈 거예요.
여 그래요? 장바구니 가져가는 거 잊지 말아요.
남 왜 그걸 가져가야 하죠? 거기에서 비닐봉지를 살 수 있어요.
여 그것들은 낭비이고 환경을 해쳐요.

Script
W Honey, I got a call from my cousin Ruby and she had some

good news.
M What is it?

해설

W She got a job with a marketing company in Hong Kong.

식료품을 사러 가려는 남자에게 여자가 장바구니를 가져가라고 하자 남자는

M Wow, good for her. She wanted to work abroad.

비닐봉지를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W Yes. I think it’ll be a good opportunity to build up her career.

2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M Definitely. When is she leaving?

해석

W She told me she’s leaving in about two weeks. She’ll start

남 S
 am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장 중입니다. 그는 공항으로 떠나기 위해

working in July.
She’s leaving so soon? Then, why don’t we invite her to dinner?
I don’t think she can make the time. She’s too busy. I’m
considering giving her a present, instead.
Good idea. What do you have in mind?
I’m thinking of something practical.

호텔에서 막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는 호텔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M
W
M
W

부탁합니다. 호텔 직원은 택시가 그를 제 시간에 공항에 데려다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토론토 마라톤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그것이 그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
합니다. Sam은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결정하고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am은 호텔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
겠습니까?

해석
여 여보, 사촌 Ruby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Sam 지하철역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남 그게 뭔데요?

해설

여 그녀가 홍콩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어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택시 대신

남 와, 그녀에게 잘됐네요. 그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결정한 Sam이 호텔 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여 네. 나는 그것이 그녀의 경력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은 ⑤ ‘지하철역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이다.

남 확실히 그래요. 그녀가 언제 떠나죠?

① 이 지역에 좋은 음식점이 있나요?

여 약 2주 후에 떠날 거라고 내게 말했어요. 그녀는 7월에 일을 시작할 거예요.

② 저를 공항에 데려다줄 택시를 불러 주실 수 있나요?

남 그녀가 그렇게 일찍 떠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

③ 기차가 역에 언제 도착할지 알고 싶어요.
④ 제가 토론토 마라톤에 참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하는 게 어때요?
여 그녀가 시간을 낼 수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녀는 너무 바빠요. 대신 그
녀에게 선물을 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휘
•business trip 출장 •check out of ~에서 체크아웃하다 •on time 제 시

남 좋은 생각이에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간에 •traffic jam 교통 체증 •on one’s way to ~으로 가는 길〔도중〕에

여 나는 실용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해설

2주 후에 홍콩으로 가는 사촌에게 줄 선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남
자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나는

2①
소재 클래식 기타 콘서트

실용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이다.

Script

① 나는 외국으로 이사할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W Lisa and her friend Jake are big fans of classical guitar music.

② 나는 그녀가 새 직장을 찾는 걸 도와줄 거예요.
④ 나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에 오라고 청할 거예요.
⑤ 나는 그녀에게 모임을 연기하라고 말할 거예요.
어휘
•abroad 해외에서 •definitely 확실히, 틀림없이 •have ~ in mind ~을 염
두에 두다〔생각하다〕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practical 실용적인
•delay 연기하다

유형 학습

기출로

1⑤

2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해석
여 L
 isa와 그녀의 친구 Jake는 클래식 기타 음악의 열렬한 팬입니다. Jake

Check Up
2①

Jake’s birthday is coming up, so as a gift for him, Lisa buys
tickets for a classical guitar concert. When Lisa tells him this,
Jake gets very happy and excited. Today is the day of the
concert and it starts at 6 in the evening. Jake suggests to Lisa
that they meet in front of the concert hall at five fifty. But Lisa
wants to suggest meeting earlier because the seats are given
based on the order of arrival.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Lisa
most likely say to Jake?
Lisa Let’s meet earlier to get better seats.

3②

p. 9

4②

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에게 줄 선물로 Lisa는 클래식 기타 콘서
트 표를 구입합니다. Lisa가 그에게 이것을 말하자, Jake는 매우 기뻐하
며 신이 납니다. 오늘이 콘서트하는 날이고 그것은 저녁 6시에 시작합니
다. Jake는 Lisa에게 5시 50분에 콘서트홀 앞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

1⑤
소재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묻기

Script

다. 하지만 Lisa는 좌석이 도착 순서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일찍 만
나자고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isa는 Jake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Lisa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더 일찍 만나자.

M Sam is on his business trip in Toronto, Canada. He’s just

해설

checked out of the hotel to leave for the airport. He asks the
hotel clerk to call a taxi. The hotel clerk says that a taxi might
not get him to the airport on time. She explains that the Toronto
Marathon is being held now and it might cause traffic jams on
his way to the airport. Sam decides to take the subway, and he
wants to know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am most likely say to the hotel clerk?
Sam Please tell me how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콘서트 시작 10분 전에 만나자는 Jake에게 Lisa는 도착 순서에 따라 좌석이
배정되니 좀 더 일찍 만나자고 제안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므로, Lisa가 Jake
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더 일찍 만나
자.’이다.
② 너와 함께 가게 되어 기뻐.
③ 나는 네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④ 네 기타를 가져오는 게 어때?
⑤ 나는 표를 특별 할인받았어.

정답과 해설

3

Diana

어휘
•come up 다가오다 •arrival 도착 •treat 대접하다, 한턱내다

Let’s grab a quick bite elsewhere.

해석
여 D
 iana와 그녀의 동료 Kevin은 점심을 먹으러 어디로 갈지에 대해 이야

3②

기하고 있습니다. Kevin은 자신이 좋아하는 뷔페에서 먹자고 제안하는

소재 항공편 취소로 인한 결석 통보

데, 그 뷔페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식당은 점심시간에 특별 할인도 제공하고 있

Script
M Kate is a high school student. She is on vacation with her

family in an island resort. She had a great time and it’s time to
go home today. However, a heavy rain started in the morning
and her flight was delayed. Her family waited for the rain to
stop, but it kept raining heavily into the night. Her flight was
finally canceled, so her family decided to return to the resort
to stay there one more night. The problem is, Kate is
supposed to go to school tomorrow, but she can’t. So she
calls her teacher, and the teacher answer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ate most likely say to her teacher?
Kate My flight’s been canceled, so I can’t come to school.

어서, 그들은 비용 효율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Diana는
그의 생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녀는 모든 것을 맛보는 데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느낍
니다. 게다가 그녀는 뷔페에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먹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 Diana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더 간단한
것을 먹자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Diana는 Kevin에게 뭐
라고 말하겠습니까?
Diana

다른 곳에서 간단히 먹자.

해설
점심 식사를 하러 뷔페에 가자고 하는 Kevin에게 Diana는 근처에서 간단한
것을 먹자고 말하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Diana가 Kevi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다른 곳에서 간단히 먹자.’이다.

해석
남 K
 ate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녀는 섬에 있는 리조트에서 가족과 휴가 중입
니다. 그녀는 멋진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
만, 폭우가 아침에 내리기 시작했고 항공편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녀의 가
족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밤까지 계속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항공편은 마침내 취소되었고,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리조트에서 하룻밤

① 너는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
③ 나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너무 질렸어.
④ 다양성이 뷔페의 장점이야.
⑤ 서둘러, 나 배고파 죽겠어.
어휘

더 머물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Kate가 내일

•coworker 동료 •a variety of 다양한 •cost-efficient 비용 효율적인

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

•have no choice but to ~할 수밖에 없다 •regret 후회하다 •grab a

생님께 전화를 하고 선생님은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ate는

bite 간단히 먹다 •be sick of ~에 싫증나다 •starve to death 굶어 죽다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Kate

제 항공편이 취소되어서 제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유형 학습

해설
휴가를 갔다가 폭우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Kate가 선
생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제 항공편이 취소되어서 제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이다.
① 리조트로 돌아가 하룻밤 더 묵죠.
③ 오늘 밤 마지막 비행기를 타야 할 것 같아요.
④ 다행히도 여기는 폭풍우가 막 멈췄어요.

기출로

1①

3

의견 추론

Check Up
2②

3③

p. 10

4②

1①

⑤ 전에 여러 번 그 섬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소재 새 옷 입기 전 세탁하기
어휘
•flight 항공편, 비행기 •cancel 취소하다 •fortunately 다행히도

4②
소재 점심 식사 식당 정하기

Script
W Diana and her coworker Kevin are talking about where to go for

lunch. Kevin suggests they eat at his favorite buffet because
the buffet serves a variety of foods and they can eat as much
as they want. Moreover, this restaurant offers a special discount
at lunchtime, so they can enjoy a cost-efficient meal. However,
Diana is not pleased with his idea. Because there are so many
delicious foods to choose from, she feels like she has no
choice but to spend lots of time tasting everything. Besides,
whenever she goes to a buffet, she regrets having eaten so
much. Now Diana wants to tell Kevin to have something
simpler at a different restaurant nearby to save tim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Diana most likely say to Kevin?

4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Script
M Look, mom! I bought a new shirt. What do you think?
W It looks great.
M I’m going to wear it when I go out for dinner tonight.
W But you have to wash it first.
M Why? It’s new.
W New clothes have chemicals and other harmful stuff on the

surface, and they can cause allergic reactions.
M Really? I didn’t know that.
W Don’t forget to wash new clothes at least once before wearing them.
M Okay. I’ll keep that in mind.
해석
남 보세요, 엄마! 저 새 셔츠 하나 샀어요. 어때요?
여 좋아 보이는구나.
남 오늘 밤에 저녁 식사하러 나갈 때 그것을 입으려고 해요.
여 하지만 먼저 그것을 세탁해야지.
남 왜요? 새것이잖아요.
여 새 옷은 표면에 화학 물질이나 다른 해로운 물질이 있어서 알레르기 반

with ~와 관계가 있다 •perspective 관점 •make sense 이해가 되다, 이

응을 일으킬 수 있단다.

치에 맞다 •think outside the box 고정 관념을 깨다

남 정말요? 그건 몰랐어요.
여 새 옷을 입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그것을 세탁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남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해설

3③
소재 기부의 다양한 방법

남자가 새로 산 옷을 바로 입으려고 하자 여자는 새 옷을 입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세탁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ript

① ‘새 옷은 세탁을 한 후에 입어야 한다.’이다.

M Sumi, what are you doing?

어휘

M Isn’t that the group of individuals who donated more than one

W Hi, Minho. I’m doing my homework. It’s about the Honor Society.

•chemical 화학 물질 •harmful 해로운 •surface 표면 •allergic 알레르기의
•reaction 반응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keep ~ in mind ~을 명심하다

2 ②

donate a lot of money like them.
의견 추론

소재 다양한 주제의 책 읽기

Script
W Daniel, I see you’re reading a book. What’s it about?
M Hello, Ms. Williams. It’s about time travel. I’m a big fan of
W
M
W

M
W
M
W
M

hundred million won?
W Right. I’m really moved by their stories. If I were rich, I would

science fiction.
I know that. But why do you only read science fiction?
I feel like reading science fiction makes me more creative.
I see. But if you really want to improve your creativity, you
shouldn’t just read science fiction. It would be better to read
books on various topics.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improving my creativity?
Reading many kinds of books will make you see things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That makes sense. With more perspectives, I can be more
creative.
Exactly! Reading books on various topics will help you think
outside the box.
Okay, I’ll try it. Thank you for your advice.

해석
여 Daniel, 책을 읽고 있구나. 무엇에 관한 책이니?
남 안녕하세요, Williams 선생님. 시간 여행에 관한 거예요. 저는 공상 과학
소설의 엄청난 팬이에요.
여 나도 알지. 그런데 너는 왜 공상 과학 소설만 읽니?
남 공상 과학 소설을 읽으면 제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 그렇구나. 하지만 네가 정말 창의력을 키우고 싶다면, 공상 과학 소설만
읽어서는 안 된단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게 더 나을 거야.
남 그게 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음으로써 너는 많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될 거야.
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보다 많은 관점들로 제가 더 창의적일 수
있군요.
여 그렇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네가 고정 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남 알겠어요, 그렇게 해 볼게요. 조언 감사드려요.
해설
여자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고정 관
념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의견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이 창의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이다.
어휘
•science fiction 공상 과학 소설〔영화〕 •creative 창의적인 •have to do

M But money is not the only thing you can donate.
W What do you mean by that?
M Well, for example, we can donate used clothes to charities.
W Yeah, I suppose you’re right. Giving clothes we don’t wear

could help someone in need.
M Right. We can also donate our time or talents by volunteering

in our community.
W Now I get your point. I’ll think about what I can do.
해석
남 수미야, 뭐 하고 있니?
여 안녕, 민호. 숙제하는 중이야. Honor Society에 관한 거야.
남 그거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들의 단체 아니니?
여 맞아. 난 그들의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 내가 부자라면, 그들처럼 많
은 돈을 기부할 텐데.
남 하지만 네가 기부할 수 있는 게 돈만은 아니야.
여 그게 무슨 뜻이야?
남 음, 예를 들어, 우리는 자선 단체에 헌 옷을 기부할 수 있어.
여 그래, 네가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입지 않는 옷을 주는 것이 어려움에 처
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남 맞아. 우리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
할 수도 있어.
여 이제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해설
여자가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자신이 부자라면
많은 돈을 기부할 것이라고 말하자 남자는 헌 옷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 ‘기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이다.
어휘
•donate 기부하다 •charity 자선 단체 •in need 어려움에 처한

4②
소재 저녁 운동

Script
M Hi, Monica.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in a while.
W Yes. I’ve been out of town on business.
M Glad to see you again. I saw you running very quickly on the

treadmill.
W Right. These days I’m gaining weight. So, I decided to work

out more intensely.
M Hmm.... That’s not a good idea this late at night.
W Well, I heard that running fast helps burn calories.
M That’s right. But intense evening exercise is not good for sleep.
정답과 해설

5

W Oh, it’s not? I thought exercising before bedtime could make

해석

me exhausted and help me sleep.
M I’m afraid you’re mistaken. Heavy exercise in the evening
raises your heart rate and body temperature, so it prevents
you from falling into a deep sleep.
W I see. Now I know why people say, “Evening walk, morning run.”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여보세요, Brian. 오고 있니?
남 응, 가는 중이야. 넌 영화관에 있니?
여 응, 너 기다리고 있어. 어디니?
남 Lincoln 광장 역에 막 도착했어.
여 서두르지 마. 영화 시작까지 아직 20분이나 있어.

해석

남 알았어. 매표소 앞에서 만나자.

남 안녕, Monica. 한동안 체육관에서 널 못 봤어.

여 표는 웹사이트에서 미리 구매한 거지, 그렇지?

여 그래. 내가 출장으로 도시를 떠나 있었어.
남 다시 만나서 반가워. 네가 트레드밀에서 아주 빠르게 달리는 걸 봤어.
여 맞아. 요즘 체중이 늘고 있어.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운동하기로 결심했어.
남 음…. 이렇게 밤늦게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남 했어, 그런데 표를 기계에서 뽑아야 해.
여 그렇구나. 로비에 있는 걸 이용하면 돼.
남 알았어. 그럴게. 우리 음료를 좀 사는 게 어떨까?
여 좋아. 내가 매점에서 좀 살게.

여 글쎄, 빨리 달리는 게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

남 고마워. 나 거의 다 왔어.

남 그건 맞아. 하지만 격렬한 저녁 운동은 수면에 좋지 않아.
여 아, 안 좋아? 난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서 잠

해설
영화관에서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음료를 좀 사라고

자는 것을 도울 거라 생각했어.
남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녁에 하는 심한 운동은 네 심장 박동과

제안했고 여자가 매점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음료 구매하기’이다.

체온을 올려서 네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해.
여 그렇구나. 이제야 사람들이 ‘저녁에 걷고, 아침에 달려라’라고 말하는 이
유를 알겠네.

어휘
•square 광장 •in front of ~ 앞에 •box office 매표소 •in advance 미
리 •snack bar 매점, 스낵바

해설
여자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녁 시간에 트레드밀에서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보고 남자가 격렬한 저녁 운동이 심장 박동과 체온을 올려 깊은 잠에 들
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저녁 시간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수면에 좋지 않다.’이다.

2①
소재 발명품 생각해 내기

Script

어휘
•treadmill 트레드밀(걷기나 달리기용 운동 기구) •intensely 강(렬)하게, 열
심히 •exhausted 지친, 기진맥진한 •prevent ~ from ... ~가 …하지 못하
게 하다

W What are you doing, Chuck? You look worried.
M I am, Mom. I’m supposed to come up with a new idea for my

science project.
W What kind of new idea?
M Mr. Choi wants us to think of a new invention to use around

유형 학습

기출로

1②

4

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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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①

M
W
M
W

1②
소재 극장에서 만나기

M

the hous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Not yet. It’s not easy to find new ideas.
Why don’t you do some research online?
I already did, but it didn’t help.
Umm.... I have a suggestion.
What is it?
Why don’t you clean the house yourself? That will allow you to
see what’s troubling. Inconvenience could lead to an invention.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I’ll start right away.

해석

Script

여 뭐 하고 있니, Chuck? 너 걱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Cell phone rings.]
W Hello, Brian. Are you coming?
M Yes, I’m on my way. Are you at the movie theater?
W Yeah, I’m waiting for you. Where are you?
M I’ve just arrived at Lincoln Square Station.
W Don’t rush. We still have 20 minutes before the movie starts.
M Okay. I’ll meet you in front of the box office.
W You bought tickets in advance on the website, didn’t you?
M I did, but I have to get the tickets from the machine.
W I see. You can use the one in the lobby.
M Okay. I will. Why don’t we get some drinks?
W Sure. I’ll buy some at the snack bar.
M Thanks. I’m almost there.

남 네, 엄마. 제 과학 과제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해요.

6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여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남 최 선생님께서 집 여기저기에서 사용할 새로운 발명품을 저희에게 생각
해 보게 하셨어요.
여 뭐 생각한 거 있니?
남 아직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쉽지 않네요.
여 온라인으로 조사를 좀 해 보는 게 어떠니?
남 이미 해 봤지만, 도움이 안 되었어요.
여 음….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남 뭔데요?
여 네가 직접 집안을 청소해 보는 게 어떨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가 알
아볼 수 있을 거야. 불편함이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
남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작할게요.

해설

M Why? Are you going to work on a new project?

과학 과제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남자에게 온라인 조사

W No. My next project begins in May. Actually, I couldn’t get an

airline ticket.

와 직접 집안을 청소해 볼 것을 여자가 제안하였고 남자는 집안 청소를 당장 시
작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안 청소하기’이다.
어휘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research 조사 •suggestion 제안, 제
의 •inconvenience 불편(한 것), 애로 •invention 발명

3①
소재 친구 병문안 불참 이유

Script
M Hi, Emily. How was your family trip last weekend?
W It was fantastic! Did you have a nice weekend, too?
M It was fine, but Jenny had an accident yesterday, so she is
W
M
W
M
W
M
W
M
W

absent from school today.
Oh, what happened to her?
She broke her leg at a ski camp.
That’s too bad. Is she in a hospital now?
Yeah, so tomorrow some of her friends and I will visit her after
school. Can you join us?
I’m afraid I can’t. I have other plans for tomorrow.
Are you still learning Taekwondo every afternoon?
No, my lessons ended last week. We’re having a birthday
party for my mom.
Oh, I see. You can’t miss that.
Thanks for understanding. Anyway, I’ll give Jenny a call later.

M Were they all sold out?
W Not really. I couldn’t find a cheap one. All the available tickets

were too expensive.
M But you booked a hotel already, didn’t you?
W That’s right. So I had to cancel the reservation.
M I see. I hope you find better deals for your next holiday.
해석
남 Jasmine, 4월에 휴가를 갈 거라고 말했지, 그렇지?
여 응. 나는 하와이에 갈 계획이었는데,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
남 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니?
여 아니. 새 프로젝트는 5월에 시작해. 사실 나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어.
남 모두 매진됐었니?
여 그렇지는 않아. 내가 저렴한 표를 구하지 못했어. 모든 이용 가능한 표는
너무 비쌌어.
남 하지만 넌 이미 호텔을 예약했잖아, 그렇지 않았니?
여 맞아. 그래서 예약을 취소해야 했어.
남 그렇구나. 네 다음 휴가에는 더 저렴한 것을 찾길 바라.
해설
여자는 하와이로 휴가를 가려고 했다가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여행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① ‘저렴한 항
공권을 구하지 못해서’이다.
어휘
•available 이용 가능한 •book 예약하다 •reservation 예약 •deal 거래

해석
남 안녕, Emily. 지난 주말 가족 여행은 어땠니?
여 굉장했어! 너도 좋은 주말을 보냈니?

유형 학습

남 좋았어, 그런데 Jenny가 어제 사고를 당해서 오늘 학교에 결석했어.
여 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기출로

남 그녀는 스키 캠프에서 다리가 부러졌어.

1③

여 그것 참 안됐네.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니?

5

그림 · 도표 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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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④

남 응, 그래서 내일 그녀의 친구들 몇 명과 내가 방과 후에 그녀를 방문하려
고 해. 너도 우리와 함께 갈래?
여 미안하지만 안 돼. 내일 다른 계획이 있어.
남 너는 아직 매일 오후에 태권도를 배우고 있니?

1③
소재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여 아니, 내 수업은 지난주에 끝났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생신 파티를 열
거야.
남 아, 알겠어. 네가 그걸 빠지면 안 되지.
여 이해해 줘서 고마워. 아무튼, 내가 나중에 Jenny에게 전화할게.
해설
남자가 친구 Jenny의 병문안을 갈 거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
했지만 여자는 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있어 갈 수 없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친
구의 병문안을 갈 수 없는 이유는 ① ‘어머니의 생신 파티에 가야 해서’이다.
어휘
•absent 결석한, 결근한 •give ~ a call ~에게 전화하다

Script
W Jack, have a look at this picture. My family went to the

amusement park last Saturday.
M Wow! You’re riding a horse on the merry-go-round. I like your
W
M
W
M
W
M

4①

W

sunglasses.
Thanks. You know the boy wearing a cap, right?
Yes, he’s your brother Kevin. He’s on an airplane.
Look at this clown. He’s balancing on a big ball.
Cool! Is there a clown show there?
Yes. He performs in the circus tent behind him.
I see. Oh, there’s Peter Pan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He’s
holding balloons in his hand.
Yeah. They’re for visitors.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there.

소재 여행 계획 취소

M

Script

해석

M Jasmine, you said you were going on a holiday in April, right?

여 Jack, 이 사진을 좀 봐. 지난 토요일에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어.

W Yes. I planned to go to Hawaii, but I decided not to.

남 와! 너는 회전목마에서 말을 타고 있구나. 네 선글라스가 마음에 든다.

정답과 해설

7

여 고마워. 모자 쓰고 있는 남자아이 알지, 그렇지?
남 그래, 네 남동생 Kevin이잖아. 그는 비행기를 타고 있네.
여 이 광대를 봐. 그는 커다란 공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
남 멋지다! 거기에 광대 쇼가 있니?
여 응. 그는 뒤에 있는 서커스 천막에서 공연을 해.
남 그렇구나. 오, 사진의 왼쪽에 피터 팬이 있네. 그는 손에 풍선을 들고 있어.
여 맞아. 그것은 방문객을 위한 거야.
남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네.

3③
소재 미세 먼지 마스크 주문하기

Script
W Honey, fine dust levels are very high these days. We need to

buy fine dust masks.
M You’re right. Let’s order some online. [Clicking sound] This

해설

W

광대가 커다란 공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여자가 말했으나 그림에서는

M

외발자전거 위에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W

이다.

M
W

어휘
•amusement park 놀이공원 •merry-go-round 회전목마 •clown 광대
•balance 균형을 잡다 •perform 공연하다

M
W

shop sells good ones.
They all look great. Let’s choose from these five models.
I think the filter-out rate should be more than 90%.
I think so, too. How about the price?
We shouldn’t spend more than $50 a box.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Shall we order the white ones?
Well, let’s choose the other color.
Okay. Let’s place the order.

해석

2④

여 여보, 요즈음 미세 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요. 미세 먼지 마스크를 사야 해요.
남 맞아요. 온라인에서 몇 개 주문하죠. [클릭 소리] 이 상점에서 적절한 것
을 파는군요.

소재 아빠가 옛날에 살던 집 사진

여 그것들 모두 좋아 보여요. 이 다섯 가지 모델 중에서 골라 보죠.

Script

남 차단율이 90퍼센트가 넘어야 할 것 같아요.

W Daddy, you are looking at your old photo album.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은 어때요?

M Yes. Come here, Nina. This is the photo of the house where I

used to live when I was a little boy.

남 한 박스에 50달러 넘게 지출할 수는 없어요.
여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남았네요. 흰색을 주문할까요?

W You mean the house you lived in before you came to the States?

남 음, 다른 색깔을 선택해요.

M Yes. Can you see the tree in the yard?

여 좋아요. 주문하죠.

W Yeah. I like the bench beside the tree, especially the flower on it.

해설

M Actually, it’s the flower I painted myself.
W Oh, really? There are peppers spread on the mat in the yard.
M Yeah. We used to dry peppers like that.
W I see. There’s a doghouse beside the stone wall.
M Yes, that was for my dog Mary. Look, she’s sleeping on the ground.
W She looks very cute. And I see a pile of wood next to your house.
M It’s firewood. We used it as fuel.
해석

차단율이 90퍼센트가 넘으며, 한 박스당 가격이 50달러가 넘지 않고, 흰색이
아닌 것을 주문하길 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마스크는 ③이다.
어휘
•fine dust 미세 먼지 •filter-out rate 차단율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것)

4④
소재 휴지통 주문하기

여 아빠, 예전 사진첩을 보고 계시네요.
남 그래. 이리 와 봐라, Nina야. 이것은 아빠가 어린아이였을 때 살았던 집
의 사진이란다.
여 아빠가 미국에 오시기 전에 살던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그래. 마당에 나무가 보이니?
여 네. 저는 나무 옆에 있는 벤치, 특히 그것에 있는 꽃이 마음에 들어요,
남 사실, 그것은 내가 직접 그린 꽃이란다.
여 오, 정말이요? 마당의 멍석 위에 고추가 펼쳐 있네요.
남 그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고추를 말리곤 했어.
여 그렇군요. 돌담 옆엔 개집이 있어요.
남 그래, 그것은 우리 개 Mary를 위한 거였단다. 봐, 그 개가 땅바닥에서 자
고 있구나.
여 매우 귀여워 보여요. 그리고 집 옆에 나무 더미가 보여요.
남 그건 장작이란다. 우리는 그것을 연료로 이용했어.

Script
M Grandma, what are you shopping for online?
W Hi, Andrew. I’m trying to buy a trash can for my kitchen.
M You already have one, don’t you?
W Yes, but it’s less than 10 liters. I need a larger one.
M I see. I think these motion-sensor trash cans are more
W
M
W
M
W

해설

M

남자는 개가 땅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림에서는 뛰어놀고 있으므

W

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해석
남 할머니, 온라인에서 무엇을 쇼핑하고 계세요?

•especially 특히 •pepper 고추 •spread 펼치다 •dry 말리다 •pile 더
미, 쌓아 올린 것 •firewood 장작, 땔나무 •fuel 연료

8

convenient than the ones with a swing lid.
I agree. I don’t want to touch the lid.
Okay. Now let’s choose the material.
Stainless steel trash cans look better than plastic ones. What
do you think?
I think so, too. Then, there are two options left.
Well, I prefer the oval-shaped one to the rectangular one. It’ll
go well with my kitchen.
Yeah, I think that’s a good choice.
Okay. Then, I’ll order it now.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여 어서 와라, Andrew. 주방에 놓을 휴지통을 사려고 하고 있어.
남 이미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 그래, 하지만 그것은 10리터가 안 된단다. 난 더 큰 것이 필요해.

해설

남 알겠어요. 이 동작 감지기가 있는 휴지통이 흔들리는 뚜껑이 있는 것보다

원래 5달러였지만 할인 판매하여 3달러인 베이글 샌드위치 두 개와 2달러인
카푸치노 두 잔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10달러’이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여 그렇지. 난 뚜껑을 만지고 싶지 않아.

어휘

남 좋아요. 이제 재료를 선택해 봐요.
여 스테인리스 휴지통이 플라스틱 휴지통보다 더 나아 보이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니?

•originally 원래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anniversary 기념일

2③

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네요.
여 음, 난 타원형이 직사각형보다 더 좋아. 그게 우리 주방에 잘 어울릴 거야.

소재 꽃다발 구입하기

남 그래요, 그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 좋아.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주문할게.

Script

해설

M I’d like to buy a flower bouquet for my wife.

W How may I help you?

크기가 10리터보다 더 크고, 동작 감지기가 있으며, 재료는 스테인리스이고,
타원형인 휴지통을 주문하기로 했으므로, 여자가 주문할 휴지통은 ④이다.

W What kinds of flowers do you want?
M My wife loves roses and tulips. How much are they?
W Roses are ten dollars per bundle and tulips are five dollars per

어휘
•trash can 휴지통 •motion-sensor 동작 감지기 •convenient 편리한

M

•lid 뚜껑 •oval-shaped 타원형의 •rectangular 직사각형의

W
M
W

유형 학습

기출로

1②

6

M

수치 정보 파악

M

Check Up
2③

W

3②

p. 13

4③

1②
소재 샌드위치와 커피 구입하기

bundle.
How many bundles are needed to make a bouquet?
It usually needs two bundles of roses and two bundles of tulips.
Good. Make it that way, please. Do you have a message card?
Yes. We give it for free.
Great. Can I get a discount with this credit card?
Yes, you can get a 10% discount with it.
Okay. Here’s my card.

해석
여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남 제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사고 싶어요.
여 어떤 종류의 꽃을 원하시나요?
남 제 아내는 장미와 튤립을 좋아해요. 얼마인가요?
여 장미는 묶음당 10달러이고 튤립은 묶음당 5달러입니다.
남 꽃다발을 만들려면 몇 묶음이 필요한가요?

Script

여 대개 장미 두 묶음과 튤립 두 묶음이 필요해요.

M Good morning, Jennifer.

남 좋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메시지 카드가 있나요?

W Good morning, Robin. How may I help you today?

여 네. 그것을 무료로 드려요.

M This bagel sandwich looks so delicious. How much is it?

남 잘 되었네요. 이 신용 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W It was originally five dollars, but it’s three dollars now. We’re

여 네, 그것으로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으세요.

M
W
M
W
M
W
M

having a sale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Great. I’ll take two bagel sandwiches.
Okay. What about coffee?
Is it on sale, too?
Sure. You can take any coffee for just two dollars.
Wow! I’ll order two cappuccinos.
Anything else?
That’s all. Here’s my credit card.

해석
남 안녕하세요, Jennifer.
여 안녕하세요, Robin. 오늘은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남 이 베이글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얼마인가요?
여 원래 5달러였는데, 지금은 3달러예요.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할인 판매 중이에요.
남 좋아요. 베이글 샌드위치 두 개 살게요.
여 알겠어요. 커피는 어떠세요?
남 그것도 할인 판매 중인가요?
여 물론이죠. 단 2달러에 어떤 커피든 드실 수 있으세요.
남 와! 카푸치노 두 잔 주문할게요.
여 또 다른 건요?
남 그게 다예요. 여기 제 신용 카드요.

남 좋아요. 여기 카드 있습니다.
해설

10달러짜리 장미 두 묶음과 5달러짜리 튤립 두 묶음을 사면 30달러가 되며
이것에 신용 카드로 10퍼센트 할인을 받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27달러’이다.
어휘
•bouquet 꽃다발 •bundle 묶음, 다발 •for free 무료로 •discount 할인

3②
소재 치킨 배달 주문하기

Script

[ Telephone rings.]
W Thanks for calling Yummy Chicken. How may I help you?
M Hi, I’d like to order some fried chicken.
W It’s $20 for one bucket. How many buckets do you want?
M Two buckets. And I want French fries, too.
W French fries are $12 a box, but you can get it for $10 with chicken.
M That’s nice. I’ll have one box of French fries.
W Anything else?
정답과 해설

9

M That’s all. I have a five-dollar discount coupon. Can I use it?

여 물론이죠. 전체 가격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게 됩니다.

W Yes, you can. May I have your address?

남 잘 되었네요. 이 쿠폰을 사용하고 신용 카드로 지불할게요.

M It’s 102 York Street.
W Okay. It’ll be delivered in an hour.
M Thanks.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Yummy Chicken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해설
무지개 케이크가 50달러, 레드 벨벳 케이크 두 조각이 10달러이고, 전체 가
격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54달러’이다.
어휘
•bakery 빵집 •red velvet cake 레드 벨벳 케이크(레드 벨벳 같은 색을 띠는
초콜릿 시트의 케이크) •off 할인하여, 감하여

여 한 통에 20달러입니다. 몇 통을 원하세요?
남 두 통이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원합니다.
여 감자튀김은 한 상자에 12달러이지만, 치킨과 함께 하시면 10달러에 살

유형 학습

수 있습니다.
남 잘 되었네요. 감자튀김 한 상자도 살게요.
여 그 밖에 또 있나요?
남 그게 전부입니다. 저에게 5달러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나요?
여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기출로

1④

7

내용 불일치

Check Up
2④

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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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②

남 York가 102번지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한 시간 내로 배달될 거예요.

1④

남 감사합니다.
소재 Math Week

해설
한 통에 20달러인 치킨을 두 통 주문하고, 감자튀김 한 상자를 10달러에 주

Script

문하여 총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5달러 할인 쿠폰을 사용하기로 했으므

M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Matthew Kim, your math

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45달러’이다.
어휘
•bucket 통, 양동이 •deliver 배달하다

4③
소재 케이크 구입하기

Script
W Welcome to Tara’s Bakery. Can I help you?

teacher. I’d like to announce a special event, Math Week. It will
be held in the City Library next week. There will be a huge
exhibition focused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math. In
addition, you can participate in several math experience
activities such as games, puzzles, and quizzes. Also, lectures
on how to study math will be presented at 5 p.m. each day. On
Friday, there will be math debates of selected students, and
you can be in the audience to hear their excellent speeches if
you make a reserva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school website. I hope you come and enjoy Math Week!

M Hi. I’d like to buy a cake for my daughter’s birthday.

해석

W How about this rainbow cake? She’ll like it.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수학 교사 Matthew Kim입니다. 특별 행

M Okay, I’ll take it. How much is it?

사인 Math Week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시립 도서

W It’s $50. Do you need anything else?

관에서 열리겠습니다. 수학의 역사와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큰 전시회가

M Yes, I’d like to buy some pieces of red velvet cake. How much

있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게임, 퍼즐, 퀴즈와 같은 여러 가지 수학 체험

W
M
W
M
W
M

is it?
It’s five dollars per piece.
Okay. I’ll take two pieces of red velvet cake.
One rainbow cake and two pieces of red velvet cake, right?
Yes. Can I use this coupon I got from your website?
Sure.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Great. I’ll use this coupon and pay by credit card.

해석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 학습법에 관한 강의가 매일 오후

5시에 실시됩니다. 금요일에는 선발된 학생들의 수학 토론회가 있을 예
정이며, 예약을 하면 그들의 훌륭한 연설을 청중이 되어 들을 수 있습니
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우리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Math

Week에 오셔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설
금요일에 있는 수학 토론회는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며 예약자에 한하여 방
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여 Tara’s Baker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도와 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딸아이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사고 싶습니다.
여 이 무지개 케이크는 어떠세요? 따님이 좋아할 거예요.
남 좋아요, 그것을 살게요. 얼마인가요?
여 50달러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
남 네, 레드 벨벳 케이크를 몇 조각 사고 싶어요. 얼마인가요?
여 조각당 5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레드 벨벳 케이크 두 조각을 살게요.

어휘
•announce 알리다, 발표하다 •exhibition 전시회 •participate in ~에 참
여〔참가〕하다 •debate 토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2④

내용 불일치

소재 Taste of Italy Tour

여 무지개 케이크 하나와 레드 벨벳 케이크 두 조각, 맞지요?

Script

남 네.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구한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W Hello, everyone! Are you planning to travel around Italy? Then, 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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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 you try our Taste of Italy Tour. The tour is six hours
long, and the whole package is only $100. It offers an
opportunity to taste some Italian foods. Our tour guide will take
you to the local market and let you experience some Italian
food culture. At the end of the tour, you’ll have dinner at a local
restaurant, and if you pay an additional eight dollars you can
taste a glass of quality Italian wine. Want to join the tour? You
can make a reservation at our website www.tasteofitaly.com.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
희 Taste of Italy Tour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투어는 6시간이 걸리고,
전체 패키지는 단 100달러입니다. 이탈리아 음식을 맛볼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 관광 가이드가 여러분을 현지 시장에 모시고 가서 이탈리
아 음식 문화를 경험하게 해 드립니다. 투어 끝에는 현지 식당에서 저녁
을 드시고, 추가로 8달러를 지불하시면 고급 이탈리아 와인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투어를 함께하고 싶으세요? 저희 웹사이트 www.tasteofita-

ly.com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
•telescope 망원경 •participant 참가자 •explore 탐험하다

4②
소재 Central Amusement Park

Script
M Are you looking for some excitement while on vacation? Then

don’t forget to include Central Amusement Park on your to-do
list. There are more than 20 exciting rides including Sky
Fighter,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rides in our
amusement park. The tickets for adults cost $30, and $20 for
students and seniors. For our visitors, convenient facilities like
snack bars are offered. There are free parking lots and you
can also use lockers for free. And only this month, there will
be special fireworks every night. Have fun here at Central
Amusement Park!

해설

해석

8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고급 이탈리아 와인을 맛볼 수 있다고 했으므

남 방학 중에 좀 신나는 걸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Central Amusement

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long (시간이) ~ 걸리는〔동안〕 •taste 맛보다, 시식하다 •take A to B A를
B에 데려가다 •additional 추가의 •quality 고급의, 양질의

Park를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
요. 우리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 기구 중 하나인 Sky Fighter
를 포함하여 20개가 넘는 신나는 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성인 입장권은

30달러이고, 학생과 어르신은 20달러입니다. 방문객들을 위해 스낵바와
같은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무료 주차장이 있고 보관함도 무료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한하여, 매일 밤 특별한 불꽃놀이가

3⑤
소재 Starry Night Event

Script

[Chime bell rings.]
W Hello, students. This is your science teacher, Ms. Smith. Are
you interested in stars? If so, come and participate in the
Starry Night Event on October 7th. As you know, it’s one of
the most popular events in our school. It’ll be held on the
school playground. You can enjoy watching stars with
telescopes from 9 p.m. to 11 p.m. It’s cold at night, so bring a
blanket. Snacks and drinking water will be provided for all
participants. If you want to participate, come to the science
lab before September 30th. Only students who sign up in
advance can participate. Join us for a night under the stars,
and let’s explore the night sky together.
해석

[차임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과학 교사 Smith입니다. 별에 관심이 있
나요? 만일 그렇다면, 10월 7일에 열리는 Starry Night Event에 와서
참여하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오후 9시
부터 11시까지 망원경으로 별 관측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에는 추우니
담요를 가져 오세요. 간식과 마실 물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
다. 참가를 원하면 9월 30일 전까지 과학실로 오기 바랍니다. 미리 신청
한 학생들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별 아래서의 하룻밤에 함께하여
밤하늘을 같이 탐험해 봅시다.
해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9월 30일 전까지 과학실로 와야 하며, 미리 신청한 사
람만 참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 Central Amusement Park에서 즐기세요!
해설
성인 입장권 가격이 30달러이고 학생과 어르신이 20달러라고 했으므로, 담
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어휘
•to-do list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 •senior 어르신, 연장자 •convenient

facilities 편의시설 •fireworks 불꽃놀이

유형 학습

기출로

1⑤

8

세트 문항

Check Up
2④

3②

p. 15

4④

[ 1~2 ] 1 ⑤ 2 ④
소재 아이들의 학교 물품 관리하기

Script
W Good morning, parents! Today I’ll give you some tips on

helping your child with their school life. Let’s start with school
items. Kids always lose their own stuff. To avoid it, label
everything with your child’s full name and class. Don’t forget
to include shoes because kids take them off sometimes. Next,
make sure your child brings the minimum stuff to school.
Don’t let kids bring too many pencils. The more they take to
school, the more they can lose. Also, check your child’s bag
for lost items. Some items like erasers are often found on the
bottom of the bag. Finally, praise your child for looking after
정답과 해설

11

their school items including school uniforms. The more you
praise them, the more they’re likely to take care of their own
stuff.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하세요. 오이에 관해서라면, 단단하고 주름이나 반점이 없는 짙은 녹색의
것을 고르세요. 또한, 그것이 마르지 않은 것을 확실히 하세요. 오이와 달
리, 습기가 있는 양파는 피해야 합니다. 마르고 크기에 비해 무겁게 느껴
지는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마지막으로 가지에 관해서라면, 부드럽고 빛

해석

나는 껍질을 가진 것을 고르세요. 살짝 눌렀을 때, 다시 튀어나오는 과육

여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

은 잘 익었음을 보여 줍니다. 더 작은 가지가 덜 쓴 경향이 있으므로 그

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생활 물품으로 시작합니다. 아이

것을 구입하세요. 이것이 다음에 여러분이 채소를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

들은 항상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

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과 반이 쓰인 이름표를 모든 것에 붙여 주세요. 아이들이 때때로 신발을
벗기 때문에 신발을 포함시킬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아이가 학교

해설

에 최소한의 물건만 가져오도록 확실히 해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연

3

필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세요. 학교에 많이 가져올수록, 더 많이 잃어버릴

알맞은 채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
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좋은 채소를 고르는 방법’이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물에 대해서 아이의 가방을 확인해 주세요. 지우

① 채소 재배의 즐거움

개와 같은 몇몇 물품들은 가방의 바닥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③ 신선한 채소의 영양학적 가치

교복을 포함해서 아이가 학교생활 물품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

④ 채소 요리를 위한 건강한 조리법

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많이 칭찬할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물건을 더 잘

⑤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채소를 진열하는 방법

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

해설

1

당근, 오이, 양파, 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지만, ④ ‘호박’은 언급되지 않
았다.
어휘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언을 하
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아이들이 학교

•attach 달다, 붙이다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crack 갈라진 틈, 금

생활 물품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cucumber 오이 •firm 단단한 •wrinkle 주름 •spot 반점, 얼룩

①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에 관한 조언

•moisture 습기 •eggplant 가지 •gently 살짝, 약하게 •flesh 과육, 살

② 아이들이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것의 장점

•bounce back 다시 튀어나오다 •ripeness 잘 익음, 성숙 •bitter 쓴

③ 학교 안전 규칙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④ 오래된 학교생활 물품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방법

2

학교생활 물품으로 신발, 연필, 지우개, 교복은 언급되었지만 ④ ‘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stuff 물건 •avoid 피하다 •label 이름표를 붙이다 •take off ~을 벗다
•lost item 분실물 •praise 칭찬하다 •look after ~을 관리하다, 돌보다

1회

유형 모의고사

1①

2①

7②

8③

3①

p. 16

4③

5③

6④

•school uniform 교복 •be likely to ~하는 경향이 있다

1①
[ 3~4 ] 3 ② 4 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육아

소재 알맞은 채소 고르기

해석

Script

여 여보, 나는 육아가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M Hello, I’m Paul Woods and you’re listening to the One-Minute-

남 나도 동의해요. 남편과 아내 모두 최고의 육아 팀이 되어 함께 일할 필요

Tip for daily lives. Do you think you make the right decision
when you buy vegetables? If not, listen carefully now. Let’s
start with carrots: select carrots that still have greens attached
as they indicate freshness. Avoid buying carrots with cracks
or green areas at the top. As for cucumbers, choose firm,
dark green ones with no wrinkles or spots. Also, make sure
they are not dry. Unlike cucumbers, onions with moisture
should be avoided. Choose dry, firm ones that feel heavy for
their size. Lastly, as for eggplants, choose ones that have
smooth, shiny skin. When gently pressed, flesh that bounces
back indicates ripeness. Buy smaller eggplants as they tend
to be less bitter. I hope this can help you next time you shop
for vegetables. Thanks for listening.

가 있어요.
여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기뻐요. 함께 일하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집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어때요?
남 문제없어요. 막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해설
남자는 육아에 협력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으므로, 진공청소기로 집 청소를
해 달라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없어
요. 막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이다.
② 그렇고말고요. 육아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③ 알게 뭐예요. 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④ 맞아요. 어머니가 집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⑤ 매일 집을 청소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요.
어휘

해석
남 안녕하세요, 저는 Paul Woods이고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위한 ‘1분 팁’

•parenting 육아, 양육 •partnership 협력, 공동 •on the same page 같
은 생각을 하고 있는 •vacuum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을 듣고 계십니다. 채소를 구입하실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시
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잘 들어 주세요. 당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
들이 신선함을 보여 주므로 아직 푸른 잎이 달려 있는 당근을 선택하세
요. 갈라진 틈이 있거나 맨 위에 녹색 부분이 있는 당근을 사는 것을 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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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소재 직장에 첫 출근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해석

될 거야.

남 G
 loria, 나 좀 긴장돼. 오늘 내가 어떻게 보이니?

남 맞아. 나는 맨 위 왼쪽에 도서관 전화번호도 적었어.

여 음, 멋져 보여. 오늘 왜 그렇게 차려 입었니?

여 잘 했어.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도서관 시간을 소개했구나. 그건 이용자들
에게 유용한 정보지.

남 오늘 직장에서 첫날이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 책갈피를 보고 난 뒤에 도서관을 방문

여 하나도 걱정하지 마. 아주 멋져 보여.

하길 원해.

해설
출근 첫날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여 나도 그래. 이제 같이 끝내자.

장 적절한 것은 ① ‘하나도 걱정하지 마. 아주 멋져 보여.’이다.

해설

② 물론이지. 넌 파티를 위해 잘 차려 입었구나.

표어의 왼쪽에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림에는 도서

③ 그래. 난 오늘 모임을 위해 제대로 입어야 해.

관 주소가 적혀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④ 모르겠어. 난 네가 왜 정장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

어휘

⑤ 거울을 봐. 넥타이가 셔츠랑 어울리지 않아.

•bookmark 책갈피 •promote 홍보하다 •slogan 표어 •wrap up (일·
회의 등을) 끝내다, 마치다

어휘
•nervous 긴장한 •be dressed up 옷을 잘 차려 입다 •impression 인상
•gorgeous 아주 멋진, 훌륭한 •properly 제대로, 적절히

5 ③

3 ① 	

수치 정보 파악

의견 추론
소재 우편 보내기

소재 가전제품 보증 기간

해석

해석

남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여 여보, 우리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 안녕하세요, 이것을 빠른우편으로 애틀랜타로 보내야 해요.

남 뭐가 문제죠?

남 네. 무게를 달아 볼게요. 음…. 2달러입니다.

여 작동할 때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여 거기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남 아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빨래를 전부 넣었나 봐요.

남 대개 이틀 걸립니다. 24시간 이내 배달되기를 원하시면, 3달러의 가격으

여 아뇨, 그런 게 아니에요. 적은 양을 넣어도, 정말 시끄러워요.

로 속달 우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 아뇨, 빠른우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 이건 중요한 서류인데요. 안전

남 그런 경우라면, 수리기사에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여 네, 그래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 무슨 문제죠? 그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한가요?

남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그것을 보험을 드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 아뇨, 그건 간단해요, 하지만 보증 기간이 이미 끝나 버렸어요. 수리하기

여 좋아요. 그것을 선택하면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남 추가로 2달러를 지불하시면 당신의 우편이 더 안전할 겁니다.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해요.
남 정말이요? 보증이 얼마 동안 유효했는데요?

여 알겠습니다. 보험을 든 빠른우편으로 보낼게요.

여 겨우 일 년이에요. 나는 가전제품의 보증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

남 좋습니다. 잠시만요.

해요.

해설

남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건 너무 짧군요.

여자는 중요한 서류를 2달러인 빠른우편으로 보내고 2달러를 추가 지불하여
우편물에 보험을 들기를 원하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4달러’이다.

해설
여자는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보증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전제품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이다.

어휘
•priority mail 빠른우편 •express mail 속달 우편 •insure 보험을 들다

어휘
•washing machine 세탁기 •laundry 빨래, 세탁물 •repairman 수리기사
•complex 복잡한 •warranty period 보증 기간 •expire (기간이) 끝나다,
(계약·보증 등이) 만기가 되다 •household appliance 가전제품

4 ③

6 ④

내용 불일치

소재 영화관 안내
해석

그림 정보 파악

소재 도서관 홍보 책갈피 만들기

여 청결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Grand Sydney 극장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전 YMCA 건물이 있던 편리한 장소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Grand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러분

해석

은 호주에 있는 어떤 Grand 극장에서나 이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남 C
 arol, 우리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 책갈피를 만들고 싶어.

희 영화관의 일반 입장료 방침은 12달러이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

여 좋은 생각이야. 오, 넌 이미 그 일을 했네, 그렇지?

세 이상의 노인은 9달러입니다. 하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전 작품의 첫

남 음, 단지 초안일 뿐이야. 네 도움이 필요해.

회 상영분은 전 좌석이 단 8달러로 할인된 가격입니다. 17세 미만은 부

여 물론이지. 음…. 무엇보다도, 난 가운데에 있는 나무와 책이 마음에 들어.

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는 R 등급 영화 상영에 입장할 수 없음을 기억해

남 다행이다. 그것 아래에 있는 표어는 어때?

주세요. 연령 증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멋진 가족 영화

여 물론, 아주 좋아. ‘마음을 훈련시켜라, 독서하라!’가 내 관심을 끌고 있어.

인 PG 등급의 Smart Puppy를 상영 중이고, 이것의 상영 시간은 1시

남 그러길 바라. 그리고 그것의 왼쪽에 우리 도서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어.

간 30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를 방문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

여 그래.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우리 장소에 대해 많이 알게

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답과 해설

13

해설

여 정말 행복했겠네요. 제주도는 어땠나요?

일반 요금은 12달러이고, 첫 회 상영분의 요금이 8달러이므로, 담화의 내용

남 좋았어요.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가 아주 많아서 놀랐어요.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모든 작품의 첫 회 상영분의 요금은 일반 요금의

여 충전소요? 전기 자동차가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더 낫나요?

절반이 안 된다.’이다.

남 사람들은 그것들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들은 보통의 자동차보다 더 비싸죠, 그렇지 않나요?

어휘
•conveniently 편리하게 •gift certificate 상품권 •bargain 할인된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guardian 보호자 •fabulous 굉장한, 멋진

남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돈보다 우리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해요.
여 저도 동의해요. 요즘 사람들이 미세 먼지로 고통 받고 있잖아요.
남 맞아요.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더 환경친화적이 될 필요가 있

[ 7~8 ] 7 ② 8 ③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어요.
해설

소재 아이에게 적절한 운동 선택하기

남자는 전기 자동차가 공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환경에 더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 이
야기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아이들이 팀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고 활동적
이 되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요구와 관심에 가장 도움
이 될 운동을 아이가 선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를
매우 다양한 운동 경험에 노출시키세요. TV로 운동 경기를 시청하는 것
도 좋은 입문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은 실생활에서 관람객이 되
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세요. 어떤 아
이들은 팀에서 역할을 맡는 축구, 야구, 또는 농구와 같은 팀 운동에 참여
하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사이클링이나 수영과 같은 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환경을 위해 전기 자동차를 타는 것이 좋다.’이다.
어휘
•anniversary 기념일 •charging station 충전소 •conventional 전통적인,
종래의 •reduce 줄이다 •pay attention to ~에 관심을 기울이다

2 ②

부탁한 일

소재 아내의 여행

인 운동을 그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들이 선호하

해석

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선호하

남 잘 가요, 여보. 즐거운 캐나다 여행해요.

는 것을 강요하여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여 고마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화할게요.

마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축구장에서 스타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남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영화 보러 외출할 거라는 거 기억해요.

아이가 그 운동에 대해 똑같은 열정을 갖게 될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여 음, 당신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남길게요.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유연해지세요. 이

남 좋아요. 호텔에 몇 시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해요?

러한 과정 동안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 비행기가 늦지 않으면, 오후 9시에는 호텔에 있을 거예요.
남 좋아요. 돌아오는 항공편의 시간을 알려 줘요, 그러면 당신을 태우러 갈게요.

해설

여 고마워요, 여보. 아, 잠시만요. 강아지 Toby를 씻겨 줘요. 너무 더럽네요.

7

아이에게 적절한 운동을 고르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아이에게 알맞은 운동을 선택

남 걱정 말아요. 당장 그것을 할게요.

하기’이다.

해설

① 아이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운동의 종류

캐나다로 여행을 떠나는 여자가 남자에게 강아지를 씻겨 달라고 하였으므로,

③ 운동에 관여하는 것의 장단점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강아지 씻기기’이다.

④ 팀워크를 길러 주는 다양한 운동의 종류

어휘

⑤ 아이들이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영향

•as soon as ~하자마자 •right now 지금 당장

8

아이들이 선호하는 운동으로 축구, 농구, 사이클링, 수영은 언급되었지만,
③ ‘달리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contributing 기여하는 •serve 도움이 되다 •expose 노출시키다
•spectator 관람객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preference 선호, 더 좋
아함 •necessarily 반드시 •passion 열정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2회

3 ④

이유 파악

소재 마스크를 쓰는 이유
해석
여 C
 harlie! 나는 식료품점에 갈 거야. 뭐가 필요하니?
남 나는 그냥 약간의 감자칩을 원해. 오늘 밤에 TV로 영화를 볼 거야.
여 좋아, 너에게 사다 줄게.

유형 모의고사

1②

2②

7⑤

8⑤

3④

p. 17

4③

5④

1 ②
소재 전기 자동차의 장점
해석

6②

남 고마워.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아프니?
여 아니, 감기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거 알잖아.
남 아, 알지. 그럼 미세 먼지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구나, 맞지?
여 아니야, 오늘은 매우 맑아서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남 그럼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
여 사실은 내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가능한 내 얼굴을 많

의견 추론

이 가리고 싶을 뿐이야.
남 뭐라고? 말도 안 돼. 너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여.
여 고마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화장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너무
창백해 보인다고 내게 말해.

여 B
 en, 주말 어땠어요?

남 그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 네가 원하면, 내가 대신 갈게.

남 멋졌어요. 전 결혼기념일을 위해 제주도에 갔어요.

여 내가 갈게. 그렇지만 고마워.

14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해설

해설

여자는 식료품을 사러 나가면서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마

두 사람은 Jason의 생일 선물로 접을 수 있고, 녹색이며, 자외선 차단 덮개

스크를 쓰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이유는

가 제공되면서 가격이 100달러 이하인 세발자전거를 고르고 있으므로, 두 사

④ ‘화장을 하지 않아서’이다.

람이 선택한 세발자전거는 ④이다.

어휘

어휘

•grocery store 식료품점 •makeup 화장 •hide 가리다, 숨기다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pale 창백한

4 ③

접을 수 있는 •UV 자외선(= ultraviolet) •block 차단하다, 막다 •price

range 가격대 •afford (~을 살) 여유가 되다
수치 정보 파악

6 ②

소재 캠핑용품 구입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프랑스 문화에 대한 관심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저는 4인용 텐트를 찾고 있어요. 좋은 것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이 빨간 텐트는 어떠세요? 이 텐트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비를
막아 주는 지붕 덮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해석
여 B
 rian, 네 사촌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들었어. 그녀가 아직 서울에 있니?
남 응. 그녀는 다음 달에 떠날 거야.
여 그녀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니?

남 좋네요. 그것으로 할게요. 얼마죠?
여 원래는 150달러인데, 저희 가게 회원이시면 그것에 대해 10퍼센트 할인
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남 물론이지. 그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인들을 만나는 걸 정말로 즐
기고 있어.
여 좋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잖아.

남 지금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 물론이죠.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좋은 가격으로 접이식 의자도 있어요. 각각 40달러이지만, 100
달러 이상을 지불하시는 고객님께는 의자 두 개를 단 70 달러에 드
려요.

남 그렇지. 그건 네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이잖아.
여 맞아. 그래서 나는 파리에서 2년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남 정말? 좋은 일이네. 파리는 패션의 중심지니까.
여 그것이 내가 파리를 선택한 이유지. 그리고 그게 내가 네 사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해.

남 의자도 회원 할인이 가능한가요?
여 유감스럽게도 안 됩니다. 텐트에 대해서만 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좋습니다. 텐트와 의자 두 개도 살게요.

남 아, 분명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 있구나.
여 응. 그곳에 가기 전에, 프랑스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해.
남 좋은 생각이네. 그녀에게 가능한지 물어볼게.

해설
남자는 원래 150달러인 텐트를 10퍼센트 회원 할인받고 의자 두 개를 70달
러에 샀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205달러’이다.

해설
여자는 파리에 패션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남자의 사촌을 만나 프랑스 문화
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어휘
•recommend 추천하다 •relatively 상대적으로 •lightweight 가벼운, 경량
의 •include 포함하다 •canopy 덮개 •membership 회원 자격〔신분〕

적절한 것은 ② ‘좋은 생각이네. 그녀에게 가능한지 물어볼게.’이다.
① 나는 프랑스 문화에 정말 관심이 있어.
③ 맞아. 파리는 정말 멋진 도시야.

•folding chair 접이식 의자, 접의자 •costumer 고객

5 ④

•flyer (광고) 전단 •advertise 광고하다 •tricycle 세발자전거 •foldable

④ 파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니?
도표 정보 파악

소재 세발자전거 구입
해석
남 세발자전거를 광고하는 전단 봤어요?
여 예, 보고 주방 식탁에 두었어요.
남 나는 세발자전거가 Jason의 생일을 위한 완벽한 선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단을 둔 거예요. 그것을 찾았어요?
남 예. 볼게요. 접을 수 있는 것을 사는 게 더 편리할까요?
여 확실히요. 우리는 그것을 보관할 공간이 많지 않아요.
남 당신이 맞네요. 색깔은 어때요? Jason은 파란색과 녹색 둘 다를 좋아해
요, 그렇죠?
여 맞아요, 하지만 저는 녹색이 파란색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선택 사
항이 있나요?
남 그것들은 각각 다른 선물을 제공해요. 가장 유용한 선물이 뭘까요? 자외
선 차단 덮개, 아니면 우천시 덮개?
여 아이들은 대개 화창한 날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니, 자외선 차단 덮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⑤ 너는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니?
어휘
•cousin 사촌 •long-held 오랫동안 간직해 온 •wonder 궁금하다 •how

come ~? 왜 ~?

7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그룹 활동에 소극적인 멤버
해석
남 S
 mith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지, Henry. 들어오렴. 무슨 일이니?
남 저는 선생님의 물리 수업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니?
남 그렇지는 않아요. 실은 제가 그룹 멤버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여 음. 너희 그룹의 누가 협력을 잘 안 하고 있니?
남 바로 그거에요. 한 멤버가 프로젝트 회의에 항상 늦고 다른 사람들이 말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남 동의해요. 이제 가격대를 결정해야 해요.

여 세상에. 네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여 음, 우리는 세발자전거에 100달러 넘게 쓸 여유가 없어요.

남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 주시겠어요?

남 그럼, 좋아요. 결정했어요.

여 그에게 그룹에 더 충실하라고 말하는 게 어떠니?

정답과 해설

15

해설

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글쎄, 어떻게 가느냐에

그룹 활동에 항상 늦고 잘 협력하지 않는 멤버에 대해 고민하는 남자가 여자

따라 다르지.’이다.

에게 해결 방법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① 미안하지만, 나는 거기 가 본 적이 전혀 없어.

은 ⑤ ‘그에게 그룹에 더 충실하라고 말하는 게 어떠니?’이다.

③ 아니, 난 거기에 가는 방법을 몰라.

① 물리 수업이 등록을 위해 언제 열리니?

④ 난 정말 이렇게 오래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

② 너는 그를 대신할 다른 멤버를 찾아야 하니?

⑤ 어른은 30달러이고 학생은 20달러야.

③ 너의 그룹 프로젝트의 주제가 뭐니?

어휘

④ 물리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게 어떠니?

•several times 여러 번 •depend on ~에 달려 있다

어휘
•for a second 잠시 •physics 물리(학) •catch up with 따라가다, 따라잡
다 •cooperate 협력하다 •awful 끔찍한, 지독한

2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댄스 경연대회

8 ⑤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해석
남 예나야,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봤어?

소재 여름휴가지 선정

여 댄스 경연대회에 관한 거 말하는 거야?
해석
남 E
 mily와 Chris는 친한 친구입니다. Emily는 이번 여름 방학 계획을 짜
고 있는데, 어디를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ris는 방문
할 많은 명소가 있고, 비상시에 Emily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는 스페인에

남 그래!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게 어때? 네 재능을 보여 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여 물론이지. 지금 당장 그것을 신청할게.

Emily가 가도록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Emily는 다른 생각이 있

해설

습니다. 그녀는 학기 동안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서 도시에서 시간

남자가 여자에게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명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그녀는 스쿠버 다이빙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물론이지. 지금 당장 그것을 신청

과 수영을 하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게.’이다.

Emily는 Chris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①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

Emily

② 좋아, 네가 갈 준비가 되면 말해 줘.

네 조언은 고맙지만,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

④ 그래, 난 너에게 보여 줄 많은 재능이 있어.
해설
여름 방학에 Chris 는 Emily 에게 스페인에 가라고 강력하게 제안하지만

Emily는 도시가 아닌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므로, Emily가 Chri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네 조언은 고맙지만,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⑤ 너도 알다시피, 그게 내가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이유잖아.
어휘
•talent 재능

좋겠어.’이다.

3⑤

① 나와 함께 스페인에 가는 게 어때?
② 너는 정말 좋은 친구여서 나는 항상 너를 믿어.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여름휴가 사진

③ 나는 네 여름 방학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④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있다면 내게 빌려줄 수 있니?

해석
여 얘, 스마트폰에서 뭘 보고 있니?

어휘
•attraction (사람을 끄는) 명소 •emergency 비상 (사태), 응급 •semester

남 이건 지난 여름휴가 때 찍은 사진 중 하나야.
여 와, 이 리조트 근사해 보인다. 거기에 묵었니?

학기 •gear 장비 •appreciate 고마워하다

남 응, 사진의 왼쪽 아래가 정문이야. 그리고 정문 오른쪽에 수영장이 두 개
있어. 더 작은 것은 어린 아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즐기기엔 딱이야.

3회

여 아, 널 찾았어. 웃으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네, 맞지?

유형 모의고사

1②

2③

7②

8③

3⑤

p. 22

4④

5④

6②

남 그래, 처음엔 약간 무서웠지만,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서 나는 슬라이드
를 수도 없이 많이 탔어!
여 너 진짜 신났겠다. 그리고 큰 수영장 양쪽 끝에 걸려 있는 농구 골대가
보여.
남 응, 내 동생 Joe가 아주 재미있는 자세로 슛을 쏘고 있어.

1 ②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소요 시간

여 오, 너무 귀엽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셔?
남 엄마는 풀장 사이에 있는 스낵바 앞에 서 계시고, 아빠는, 있잖아, 이 사
진을 찍고 계셨어.
여 아, 그러셨구나. 너 거기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해석
여 Chris, 너 Joy 놀이동산에 가 본 적 있지, 그렇지?

해설

남 응, 여러 번. 정말 신나는 곳이야.

남자는 엄마가 풀장 사이에 있는 스낵바 앞에 서 계시다고 했는데 그림에서

여 그럼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스낵바는 작은 수영장 옆에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남 글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

는 것은 ⑤이다.
어휘

해설
여자가 놀이동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으므

16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entertain 즐기게 하다, 즐겁게 하다 •pose 자세

4 ④

그것을 완전히 다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도서관으로 가

이유 파악

지만,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두 사용 중입니다. 그는 빈자리를 기

소재 약속 취소

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
구 Harry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Steve는 그의

해석

노트북 컴퓨터를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teve는

남 우선 정말 미안해, Jessy. 날 용서해 줘.

Harr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 아, 왜?
남 내가 오늘 오후에 네 과학 보고서 작성하는 거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
여 맞아. 우리 4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Steve

네 노트북 컴퓨터를 잠시 사용해도 될까?

해설

남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Steve가 집에 두고 온 에세이를 완전히 새로 쓰기 위해 도서관에 가지만 사

여 무슨 일 있니?

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서 친구 Harry가 노트북 컴퓨터

남 오늘 아침에 엄마가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셨어.

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잠시 빌려 쓸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

여 그래서 엄마를 간호해야 하는구나, 맞지?

이런 상황에서 Steve가 Harr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 노트북

남 아냐,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내가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해야 해. 네

컴퓨터를 잠시 사용해도 될까?’이다.

가 나 때문에 화나지 않길 바라.

① 에세이 마감 기한을 늘려 주세요.

여 아, 괜찮아. 날 걱정하지 않아도 돼.

③ 이 컴퓨터를 저리로 옮기는 걸 도와줄래?
④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해설
남자가 여자의 과학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침에 엄마가 다
리를 다치는 바람에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해야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
황이다. 따라서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④ ‘집안일을 해야 해서’

⑤ 빈자리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지 그래?
어휘
•respective 각각의 •wonder 궁금하다 •extend (기간을) 늘리다, 연장하다

이다.

[ 7~8 ] 7 ② 8 ③

어휘
•regret 유감으로 여기다 •keep one’s promise 약속을 지키다 •slip 미끄러
지다 •chore 집안일, 허드렛일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잠자는 자세
해석

5 ④

도표 정보 파악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에 우리는 음악 선호도와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이 들 때 좋아하는 자세가 있나요? 자, 많

소재 서류 캐비닛 고르기

은 연구가 잠자는 자세와 성격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

해석

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처럼 옆으로 누워 웅크리는 것을 좋아

남 Jina, 뭘 보고 있어요?

하면, 종종 수줍음이 많고 예민한 것이고요. ‘통나무’처럼 옆으로 똑바로

여 새로운 서류 캐비닛을 사려고 웹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눕는다면, 일반적으로 만사태평하고 사회성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등

지금 쓰는 3단 서랍 캐비닛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린 더 큰 걸 사야 해요.

을 대고 팔을 ‘군인’처럼 옆에 딱 붙이고 자는 사람은 대개 아주 내성적입

남 전적으로 동의해요. 음…. 이동식 캐비닛을 원해요?

니다. 마지막으로, 등을 대고 누워 손을 머리 근처 위로 올리고 ‘불가사리’

여 네, 바퀴가 달린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처럼 자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남 좋아요. 그러면 색상은 어때요?
여 갈색이나 흰색 둘 다 좋아요.

해설

남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색상들은 우리 책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7

여 그럼, 이제 두 개의 선택 사항이 있네요. 어떤 재질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남자는 잠자는 자세와 성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가지 자세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남 철제가 더 좋아요, 더 현대적으로 보이니까요.

‘잠자는 자세가 당신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다.

여 내 생각도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합시다.

① 고용주들이 성격 검사를 이용하는 이유
③ 가장 흔한 수면 장애의 예

해설
두 사람은 현재 쓰고 있는 3단 캐비닛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바퀴가 달려 이
동이 편하며, 색상은 갈색이나 흰색 모두 상관없고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철
제로 된 것을 최종 선택하기로 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고른 캐비닛은 ④이다.
어휘
•movable 이동할 수 있는 •caster (이동의 편리를 위해 가구 밑에 단) 바퀴
•convenient 편리한 •go with 잘 어울리다

6 ②

④ 건강을 위한 좋은 자세의 중요성
⑤ 음악 취향과 성격 사이의 관계

8

잠자는 자세로 아기, 통나무, 군인, 불가사리는 언급되었지만, ③ ‘스카이
다이버’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curl up 웅크리다 •sensitive 예민한 •log 통나무 •easygoing 만사태평
한 •reserved 내성적인 •disorder (신체 기능의) 장애이상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노트북 빌리기
해석

4회

유형 모의고사

여 S
 teve는 5시까지 에세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것

1②

2④

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각자의 회사에 계셔서 지금 자신

7①

8②

3①

p. 23

4④

5④

6①

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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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여 그렇구나. 하지만 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남 이런, 집에 오는 길에 사 오는 걸 깜박했어.

소재 화성 행궁 가는 길

여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식료품점에 가서 사 오는 수밖에 없겠네. 이게 너에
게 하는 마지막 경고야.

해석
여 실례합니다. 화성 행궁으로 가는 버스를 어디에서 탈 수 있나요?

남 그래. TV 끄지 마. 금방 올게.

남 죄송하지만, 이 지역은 한 달 동안 자동차 없는 도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해설

여 자동차 없는 도로라고요? 아, 이런! 그럼 그곳에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

집에 오는 친구들에게 줄 빵을 사 오는 걸 잊은 남자에게 여자는 식료품점에

시겠어요?

가서 당장 사 와야 한다고 말하고 남자가 그러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

남 여기서 가까워요. 그곳까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실 수 있으세요.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빵 사러 가기’이다.

해설

어휘

화성 행궁으로 가는 방법을 묻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pick up 주워 올리다 •commercial break 광고 시간 •favor 호의 •free

절한 것은 ② ‘여기서 가까워요. 그곳까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실 수 있으

throw 자유투 •have no choice but to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세요.’이다.

없다 •grocery store 식료품점

① 왜 택시를 탔나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4 ④

③ 역으로 돌아가세요. 서울행 표를 살 수 있어요.
④ 죄송하지만, 저희는 화성으로 가는 우주 왕복선이 없어요.
⑤ 왜 저를 귀찮게 하세요? 화성 행궁으로 곧장 가세요.

소재 렌터카 빌리기

어휘

해석

•boast 자랑하다 •free ~가 없는 •bother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수치 정보 파악

여 안녕하세요, 차를 좀 대여하려고 합니다.
남 안녕하세요. 어떤 크기를 원하세요? 경차? 중형차?

2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여 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 무제한의 주행 거리로 미니밴을 빌리실 수 있는데, 하루에 60달러입니다.

소재 공연 감상

여 좋네요. 3일 동안 그것을 빌릴게요.

해석

남 3일이요. 알겠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용 카드를 주시겠어요?

남 Laura, 공연 어떻게 봤니?

여 여기 있어요.
남 그런데, 보험 필요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차에 생기는 일에 100퍼센트

여 나는 그 공연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어. 아주 멋졌어.
남 확실히 그랬지. 나는 그것이 원래의 배역진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해.
여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오늘 밤에 나를 초대해 줘서 고마워.

책임을 져야 해서, 그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 좋아요, 완전 보상 보험은 얼마인가요?
남 하루에 10달러입니다.

해설

여 좋아요, 같은 기간 동안 보험을 들게요.

공연이 원래의 배역진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했다는 남자의

남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해설

오늘 밤에 나를 초대해 줘서 고마워.’이다.
① 정말 그랬지. 나는 원래의 배역진이 가장 좋더라.

미니밴을 하루 60달러로 3일 동안 빌리며, 하루에 10달러인 완전 보상 보험을

② 전적으로 동의해. 너의 공연은 정말 놀라웠다고 확신해.

같은 기간 동안 들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210달러’이다.

③ 최악이었어. 우리가 다른 공연을 봤다면 좋았을걸.

어휘

⑤ 천만에. 공연 후에 너에게 내 사인을 해 줄게.

•unlimited 무제한의 •mileage (자동차의) 주행 거리〔마일 수〕 •insurance
보험 •coverage (보험의) 보상 (범위)

어휘
•performance 공연 •outstanding 뛰어난, 눈에 띄는 •original 원래의,
원작의 •cast 배역진 •autograph 사인

3 ①

할 일 파악

소재 빵 사러 가기

5④

내용 불일치

소재 Dream Arena 안내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Dream Arena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Dream Arena는 West Avenue의 10번가와 11번가 사이에 위치해 있

해석
여 Ted, 너 뭐 하고 있니?

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예정이던 Eagles 미식축구 경기가 선수권 대

남 네가 보다시피 Tiger 농구 경기를 보고 있어.

회 결승전으로 인해 8월 1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여 난 네가 어떤 경기를 보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바닥에 떨어진 네 신

바랍니다. 다음 다섯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단체 구매와 시

발을 좀 주워 주겠니?
남 아, Jessy. 네가 날 위해서 그것을 해 주겠니? 내가 이 경기를 보고 있을
때는 광고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을 알잖아.

즌 예약 신청을 포함하는 모든 입장권 구매에 관해서는 1번을 눌러 주세
요. 이번 주 행사 일정에 관해서는 2번을 눌러주세요. 콘서트 일정과 가
격 책정 정보 관련해서는 3번을 눌러 주세요. 모든 종류의 운동 경기 기

여 그래, 하지만 이게 내가 널 위해 베푸는 마지막 호의라는 것을 기억해.

념품 구매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4번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인 정

남 믿을 수 없어! 그가 방금 또 자유투를 놓쳤어. 그는 연습이 더 필요해.

보, 매표소 운영 시간, 장애인 숙박 시설에 관해서는 5번을 눌러 주세요.

여 딴 소리를 하는구나. Ted, 너 식탁 차렸니? 곧 몇 명의 친구들이 우리를

이 선택 사항을 다시 듣고 싶으시면 9번을 눌러 주세요. 경기장 교활원과

방문할 거라는 거 기억하니?
남 그럼, 난 최선을 다했지. 닭은 오븐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

18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통화하시려면 0번을 누르시거나 끊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주세요. 저희
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해설

지만 곧 다시 정크 푸드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모든 종류의 운동 경기 기념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4번을 누르라고 말하고 있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번에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이다.

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기념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② 네 식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장담해.

3번을 눌러야 한다.’이다.

③ 이건 너를 위해 집에서 만든 햄버거야.
④ 모퉁이를 돌면 새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

어휘
•championship 선수권 대회 •final 결승전 •subscription 예약, 예약 신청
•souvenir 기념품 •accommodations 숙박 시설

⑤ 더 많이 성공하면 할수록, 너는 더 자신감을 갖게 돼.
어휘
•serious 진지한 •junk food 정크 푸드(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6 ①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욕 •confident 자신감 있는

소재 활기찬 주말 보내기

8②

해석
남 안녕, Susie. 좋아 보이네! 주말 동안 뭐 했니?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고객 서비스 센터에 항의하기

여 가족들과 나는 해변에 갔어.

해석

남 그 시간에 해변이 혼잡하지 않니?
여 대개는 그렇지만, 우리는 조용한 해변을 찾았어.
남 와, 좋네. 너희 가족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여 그래, 우리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여 이번 주 초에, Lisa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주 인형을 몇 개 주문했습니
다. 그것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오늘 택배를 받게 되어 그녀는 기쁩
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열자, 그녀의 기쁨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
다. 그녀는 인형들이 원래의 포장에 담겨 있지 않으며 사용된 것처럼 보

남 그 밖에 뭘 했니?

인다는 점을 알아차립니다. 심지어 그것들엔 얼룩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

여 우리는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사찰도 방문했어.

객 서비스 센터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하고 그곳

남 부럽다. 나는 그저 집에 머물면서 TV를 봤어.
여 오, 이런. 너는 야외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
남 네 말이 맞아. 나는 신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여 그럼, 이번 토요일에 나와 스노클링을 하러 가는 게 어때?
남 그거 좋겠다. 너와 함께 하게 되어 기뻐.

으로 전화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Lisa는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Lisa

저는 새 장난감들을 몇 개 주문했는데, 그것들은 새 것이 아니었어요.

해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주 인형을 주문했는데,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받은

해설
남자가 야외에서 뭔가 신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자 여자는 남자에게 토요
일에 스노클링을 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그거 좋겠다. 너와 함께 하게 되어 기뻐.’이다.
② 친구들과 함께 TV 보는 것은 항상 좋아.

상황이므로, Lisa가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저는 새 장난감들을 좀 주문했는데, 그것은 새 것이 아니었어요.’이다.
① 제가 어떻게 하면 새 공주 인형들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③ 제가 주문한 공주 인형들을 기다리느라 지쳐요.
④ 제가 사용한 장난감들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③ 그렇게 멋진 시간을 보냈다니 너는 운이 좋구나.

⑤ 저는 그 제품의 주문 번호를 알고 싶은데요.

④ 미리 표를 예매하려면 서둘러야 해.
⑤ 네가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나는 걱정이 돼.

어휘
•delighted 기쁜 •disappointment 실망 •packaging 포장 •stain 얼룩

어휘
•temple 사찰 •outdoors 야외에서 •in advance 미리

7 ①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quit 그만두다 •effect 영향 •appetite 식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customer service 고객 센터

5회

유형 모의고사

소재 정크 푸드 안 먹기

1⑤

2⑤

해석

7⑤

8④

3③

p. 28

4⑤

5④

6③

남 Brenda, 나 결심했어.
여 그게 뭔데? 너 진지해 보여.
남 정크 푸드를 그만 먹기로 결심했어.
여 그거 멋진데! 나는 사실 네가 너무 많은 햄버거를 먹어서 걱정스러워.
남 정말이니? 나는 내가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인식하지 못했어.
여 네가 점심 먹는 것을 볼 때마다, 너는 십중팔구 햄버거를 먹었어.
남 나는 정말 햄버거를 좋아해, 하지만 지난밤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
크 푸드가 우리 몸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대해 알고 충격 받았어.
여 맞아, 너는 지금부터 네 식단을 바꿔야 해. 전에 정크 푸드를 먹기를 그만
두려고 노력한 적이 있니?
남 응. 그런데 그것을 먹기를 중단할 때마다, 나는 곧 다시 그것을 먹기 시작
했어.
여 이번에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
해설
정크 푸드를 그만 먹기로 결심한 남자가 예전에도 그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

1 ⑤

의견 추론

소재 불안할 때 짖는 강아지
해석
여 안녕, Daniel. 무슨 일 있니? 걱정이 있어 보여.
남 오, 안녕, Joan. 실은 Lucky가 걱정돼.
여 Lucky? 네 강아지 말이니? 왜?
남 요즘 그가 혼자 남겨지면 종종 울거나 낑낑거려.
여 아, 그건 불안하다고 느낄 때 강아지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남 정말이니? 그건 몰랐어. 내가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여 네가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괜찮아질 거야.
남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만, 일하느라 너무 바빠. 강아지가 시끄럽게 하는
것 그만두도록 훈련시켜야 할까?
여 아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너는 그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느끼도
정답과 해설

19

록 훈련을 시켜야 해.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자가 치과 예약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남 네 말은 강아지가 혼자 있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강아지에게 보여 줄 필
요가 있다는 거지, 맞지?
여 바로 그거야.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네가 그것을 시도해야 해.

③ ‘출장을 가게 되어서’이다.
어휘
•dental clinic 치과 •cavity 충치 •spare 시간을 내다 •vacancy 빈자리,
공석

해설
여자는 남자의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강아지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도록 훈련시켜야 한다.’이다.

내용 불일치

소재 K Farm Festival

어휘
•whine 낑낑거리다, 징징거리다 •insecure 불안한, 불안정한 •train 훈련시
키다 •comfortable 편안한

2⑤

4 ⑤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5회 연례 지역 축제인 K Farm Festival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6월 20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그림 정보 파악

앞 야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라이브 음악이 연주될 것
입니다. 여러분은 고품질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소재 음식 기부 운동

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일체 제공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자

해석

자원봉사 학생들 덕분에 올해의 축제도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입장

신의 장바구니를 가져오세요. 우리 마을의 지역 학교에서 나온 100명의
남 Riley, 너 뭐 하고 있니?

료는 5달러이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됩니다. 표는 축제 당

여 안녕, William. 우리 학교 음식 기부 운동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

일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

남 와, 멋진데. 특히 나는 많은 음식이 올려져 있는 접시가 마음에 들어.

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여 네가 좋아하니 기뻐. 맨 위에 있는 글자 ‘GIVING’은 어때?
남 마음에 들어. 그것이 포스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그리고 포크를 왼

해설
표는 축제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

쪽에, 숟가락을 오른쪽에 두었구나.
여 맞아. 나는 그것들이 모든 사람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길 바라.
남 멋진데. 그리고 나는 글자 ‘FOOD DRIVE’ 위에 있는 2019라는 년도가
마음에 들어.

지 않는 것은 ⑤ ‘표는 온라인에서 미리 구매해야 한다.’이다.
어휘
•annual 연례의, 매년의 •outdoor 야외의 •plaza 광장 •plastic bag 비

여 그것의 디자인이 접시 위에 있는 음식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남 그래, 너 디자인에 감각이 있구나.

닐봉지 •admission 입장료 •on site 현장에서

5 ④

여 고마워.
해설

도표 정보 파악

소재 싱가포르 행 비행기 예약

대화에서는 2019가 글자 ‘FOOD DRIVE’ 위에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아래에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해석
여 안녕하세요, 손님. 비행기 예약하시겠습니까?

어휘

남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직항편이

•drive (조직적인) 운동 •draw (사람의 마음을) 끌다 •match 어울리다

3 ③

있나요?
여 물론이죠, 싱가포르 직항편은 매일 있고 비행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오

이유 파악

소재 치과 예약 변경

전 비행기로 출발하길 원하시나요?
남 실은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오후 1시 이후에 출발
하는 비행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여 이코노미 좌석과 비즈니스 좌석 중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전화벨이 울린다.]

남 비즈니스석 왕복 요금이 얼마인가요?

남 여보세요, Joy 치과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2,000달러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Sally Brown입니다.

남 너무 비싸네요. 항공료에 1,000달러 이상 쓰지 싶지 않아요. 그리고 채

남 Brown 씨,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여 실은 지난 목요일에 충치 치료를 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제 예약을 확인
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남 좋습니다. 음, 이번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약을 변경하셨네
요, 맞죠?
여 예. 화요일은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었어요.
남 그럼 예약에 문제가 있나요?
여 예. 제가 그날 출장을 가게 되어서 다시 일정을 변경해야 해요. 다음 월요
일에 빈자리가 있나요?
남 다음 월요일이요? 제가 볼게요. 아, 다음 월요일은 예약이 꽉 찼어요. 다
음 수요일은 어떠세요?
여 다음 수요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설
치과 예약 시간을 한 번 변경했던 여자가 출장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예약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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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식주의자를 위한 특별식이 제공되는 항공편이 있나요?
여 물론, 있습니다.
남 오, 좋아요. 전 그걸로 예약하고 싶어요. 여기 제 신용 카드요.
여 알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해설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중에서 직항으로 오후 1시 이후 출발이고, 요금은

1,000달러를 넘지 않으며 채식주의자를 위한 특별식이 있는 항공편을 선택
했으므로, 남자가 예약한 항공편은 ④이다.
어휘
•approximately 대략 •round-trip 왕복의 •vegetarian 채식주의자

6 ③
소재 내일 계획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해석
여 얘, 우리 내일 성남 아트 센터에 가기로 했잖아. 기억하고 있니?

P A R T

Ⅱ

실전 모의고사

남 그럼. 그 사진 전시회 티켓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여 그런데, 있잖아,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판다가 드디어 내일부터 대중에게
공개된대.
남 오, 정말? 중국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이 지난 달 한국에 왔다는 뉴스를 들
은 적 있어. 적응 기간이 끝난 거야?

6회

실전 모의고사

pp. 34~35

여 응, 이제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대.

1⑤

2④

3③

4③

5①

6⑤

남 아주 재밌게 들린다.

7②

8①

9②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③

15 ③

16 ③

17 ④

여 정말 그렇지, 안 그래?
남 음, 그래서 너는 우리가 아트 센터 대신 동물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남 제발. 내일은 첫날이라서 동물원이 엄청 복잡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사

1 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진 전시회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
여 그래, 네 말이 맞아. 동의해. 판다는 그냥 잊어버려.

소재 이사의 이유

남 그럼, 원래 계획대로 가자.

해석

해설

여 J
 ohn, 너의 형이 애틀랜타에 산다고 들었는데.

두 사람은 내일 사진 전시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자가 내일 동물원에

남 더 이상은 아니야. 그는 최근에 뉴욕으로 이사했어.

서 자이언트 판다가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하면서 동물원에 갈까 생각하다 남

여 정말? 왜 그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니?

자가 동물원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사진 전시회를 기대하지 않았냐고 이야

남 그는 그 도시에 있는 새로운 회사로 옮겼어.

기해 결국 여자는 남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럼, 원래 계획대로 가자.’이다.

형이 뉴욕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① 나한테 실망하지 마.

적절한 것은 ⑤ ‘그는 그 도시에 있는 새로운 회사로 옮겼어.’이다.

② 오, 저런! 내가 표를 구하는 걸 잊고 있었어.

① 물론이지. 그는 거기에서 혼자 살아.

④ 서둘러, 우린 시간이 많지 않아.

② 나는 그가 곧 애틀랜타를 방문하길 바라.

⑤ 내가 오늘 했던 말 제발 잊지 마.

③ 나는 이사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 것을 알고 있어.

어휘

④ 물론이야. 뉴욕은 아름다운 도시야.

•unveil 처음 공개하다, 발표하다, ~의 베일을 벗기다 •adjustment 적응

어휘
•recently 최근에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 7~8 ] 7 ⑤ 8 ④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첫 동아리 활동 안내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첫 동아리의 날에 관한 학교
안내 방송입니다.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으니, 새로운 정보를 모두 꼼꼼히

2 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온실 가스 배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밴드부는 예정대로 오늘 오디션을 실시할 것

해석

입니다. 하지만 참여 학생 수 때문에 장소가 강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남 이 기사를 좀 봐! 우리가 매일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쓰여

일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학생증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있어.

영자 신문 동아리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

여 맞아. 난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

니다. 그리고 스포츠 동아리는 응급 처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날

남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아침 차를 타고 출근

은 체육복을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
다. 동아리 활동은 금요일 오후 두 시가 아니라 세 시에 시작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교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여 음, 차를 운전하는 대신 지하철을 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
해설

해설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그것을 어떻게 할

7 동아리 활동 첫날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 ‘첫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알림’이다.

수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①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

①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우리가 매일 아침 해로운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② 학교 동아리 공연 계획

생각하지 않아.

③ 새로운 동아리 회원을 위한 안전 교육

②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요즈음 줄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다.

④ 오디션과 면접 준비

③ 그렇고말고. 나는 매일 출근하는 게 정말 지겨워.

8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안내 사항 중 학교 밴드부, 자원봉사 동아리, 영자 신문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는 언급되었지만, ④ ‘의료 동아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⑤ 그건 너에게 달려 있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시켜 주기 때문에

어휘

어휘

‘음, 차를 운전하는 대신 지하철을 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이다.

나에게 필요해.

•as scheduled 예정대로 •involved 참여하는, 관련된 •auditorium 강당

•article 기사 •emit 배출하다, 내뿜다 •greenhouse gas 온실 가스

•first aid 응급 처치 •go for ~에 해당되다

•dependence 의존(도) •harmful 해로운 •decrease 줄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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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목적 파악

여 그녀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나요?
남 물론이죠. 그녀는 매우 사교적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게다가

소재 TV 프로그램 홍보

지난 시험 결과도 우수합니다.
여 그런 말씀 듣게 되어 다행이네요.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체형을
유지하시나요? 물론, 적당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없는 생활,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음식을 섭
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의 반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에 좋은 세균(유산균)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란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은 한국 전통 음식의 많은 다른 이

남 그건 그렇고, 학급을 위해 자원해 주셔서 기쁩니다.
여 천만에요. 제가 학급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 컴퓨터 수업을 자진해서 도와주시거나 수업 자료를 출력하는 것을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여 컴퓨터 수업에 자원하고 싶네요.
남 좋습니다. 어떤 시간대가 괜찮으세요?
여 음, 월요일 오전 11시가 전 좋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김치와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

해설

할 것입니다. 오늘 밤 10시 채널 8로 채널 고정하세요. 곧 만납시다!

여자가 남자에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묻고 학급의 수업 진행에 관련한 자원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학

해설
김치의 이점과 조리 방법을 방영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며 시청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TV 프

부모–교사’이다.
어휘
•get along with ~와 잘 지내다 •outgoing 사교적인 •material 자료

로그램 시청을 권장하려고’이다.

•time slot 시간대

어휘
•maintain 유지하다 •proper 적당한, 적절한 •regular 규칙적인 •con-

sume 섭취하다 •effective 효과적인 •fiber 섬유질 •stew 찌개, 스튜

4 ③

6 ⑤

그림 정보 파악

소재 교실 환경 미화
의견 추론

해석
여 네가 우리 교실에 와서 기뻐.

소재 독감 예방 주사

남 별거 아냐. 오, 너희 교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네.
해석

여 물론이지. 반 친구들과 내가 환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여 요즈음 모든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는 것 같아.

남 멋져 보인다. 칠판 위에 있는 급훈이 내 눈길을 끌어.

남 맞아. 독감 시즌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에 걸리지 않도록 몇 가지를 행하

여 맞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멋지지 않니?

고 있어.

남 물론이지. 그 문구가 마음에 들어.

여 그래, 난 네가 손을 매우 자주 씻는 것을 보았어.

여 칠판 왼쪽에 시간표를 놓았어. 매일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해.

남 물론이지. 그리고 난 거의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해.

남 음, 그거 바로 아래에 게시판이 있구나. 학교 급식에 관한 메뉴를 포함해

여 참 다행이구나. 음, Scott,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니?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겠다.

남 아니, 그것을 그냥 건너뛰었어. 백신 주사를 맞고 싶지 않더라고.

여 그렇고말고. 그리고 칠판 맨 아래에 분필 케이스를 두었어.

여 왜? 난 며칠 전에 맞았어.

남 유용하겠다. 음, 달력 아래에 거울을 두었네, 그렇지?

남 뉴스에서 예방 접종의 모든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여 응. 처음에는 그것을 위에 두었었는데, 키가 크지 않은 반 친구들을 위해

여 그것들은 단지 소수의 경우일 뿐이야. 대다수의 독감 예방 주사는 안전해.
남 그렇게 생각하니? 난 면역 체계를 강화하려고 그저 잘 먹고 있어.

바꾸었어.
남 좋은 생각이다. 너의 반 친구들이 정리 정돈에 만족하겠구나.

여 하지만 네가 독감을 피하려면 주사를 맞는 게 필수적이야.
해설

남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볼게.

거울을 달력 아래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그 반대이므로, 그림에서
해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여자는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
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

어휘
•neat 정돈된, 단정한 •beautify 아름답게 하다, 미화하다 •surroundings

접종이 필수적이다.’이다.

환경 •class motto 급훈 •arrangement 정리 정돈, 배열
어휘
•flu (= influenza) 독감, 유행성 감기 •work out 운동하다 •flu shot 독감
예방 주사 •skip 건너뛰다 •vaccine (예방) 백신 •side effect 부작용
•vaccination 예방〔백신〕 접종〔주사〕 •a handful of 소수의 •immune 면역의

5 ①

7 ②

할 일 파악

소재 강의 녹음 파일 빌리기
해석

관계 파악

소재 학부모 자원봉사

남 안녕, Nancy. 나 좀 도와줄래?
여 무슨 일인데, Eric? 더 많은 에세이 힌트라도 필요한 거니?
남 아니. 지금 난 시험이 걱정돼. 내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

해석

여 왜?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힘내.

여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 음, 사실은 물리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 때때로 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남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Jessica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2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것을 따라가지 못해.

여 나도 그래. 그는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서, 난 매 시간 그의 강의를 녹음해.
남 수업마다 강
 의를 녹음한다고?

여 오, 제가 봤던 게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것이 20달러 얼마쯤 되는 것으
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빼 주시겠어요?

여 그래.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

남 물론이죠. 문제없습니다.

남 오,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Nancy, 그 녹음된 강의 파일을 잠시 빌릴 수

여 감사합니다. 여기 제 신용 카드 있습니다.

있을까?
여 물론이지. 그 파일은 내 노트북에 있어. 스터디 모임 후에, 내가 너에게
파일을 가져다줄게.

해설
전체 금액 90달러에서 30달러짜리 와인을 빼기로 하였으므로, 여자가 지불
할 금액은 ② ‘60달러’이다.

남 정말? 고마워, Nancy. 이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어.

어휘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강의 녹음 파일을 빌려 달라고 했고 여자가 그러겠다고 했
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녹음 파일 빌려주
기’이다.

•total 전체의 •amount 금액, 양

10 ⑤

언급 유무

소재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어휘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사실상 •physics 물리학 •permit 허락하다

해석

•clue 실마리

여 안녕, Charlie. 독립기념일에 무엇을 하려고 하니?
남 아내와 나는 일찍 일어나서 퍼레이드를 볼 좋은 자리 맡으러 공원에 갈

8 ①

이유 파악

거야.
여 좋은 생각이다. 날씨는 어떨 것 같니?

소재 식사 초대에 가지 못하는 이유

남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비가 올지 몰라서 비옷도 챙겨야 할 거야.

해석

여 알겠어. 음, 난 아이들과 독립기념관을 방문할까 생각 중이야. 거기서 우
리는 독립선언서의 낭독을 들을 수 있어.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여 여보세요?
남 안녕하세요, Eva, 저 Brian이에요.

여 그렇게 생각해. Charlie, 밤에 불꽃놀이를 보러 어디로 갈 거니?

여 B
 rian! 오래간만에 통화하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남 우리는 공원에 머물면서 커다란 담요와 의자를 준비하려고 해. 그리고 쇼
가 시작될 때까지 편안히 있으려고.

남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 지금 집을 청소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여 좋겠다! 축하 행사에 관해 그 밖에 다른 게 있을까?

남 아, 바쁘시네요. 그건 그렇고, 제가 전화 건 이유는 이번 금요일에 식사하

남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옷을 입는 게 어때? 미국의 상징을 입는 것도
축하하는 훌륭한 방법이야.

러 오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여 오,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

여 재미있겠다! 집에 가서 그런 종류의 옷을 준비해야겠다.

남 안타깝네요. 급하게 끝내야 할 업무라도 있나요?

해설

여 그렇진 않아요.

독립기념일에 할 일로 퍼레이드 관람, 비옷 준비, 독립기념관 방문, 불꽃놀이

남 그럼 뭐예요? 당신 아기들을 정말 보고 싶어요.

구경 등이 언급되었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옷을 입

여 부모님께서 그날 저희를 방문하실 예정이에요. 그분들은 여기서 저희와

는다고 했을 뿐, ⑤ ‘성조기 만들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함께 며칠 머무르실지도 몰라요.
어휘

남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봐요.

•Fourth of July (미) 독립기념일 •raincoat 비옷 •declaration 선언문

해설

•firework 불꽃놀이 •relax 편하게 하다, 쉬다 •celebration 축하 (행사)

여자는 부모님이 방문하실 예정이어서 금요일 식사 초대에 갈 수 없다고 말
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금요일 식사 초대에 갈 수 없는 이유는 ① ‘부모님이

11 ⑤

내용 불일치

방문하셔서’이다.
소재 Milwaukee 동물원 방문의 날

어휘
•take a nap 낮잠을 자다 •assignment 업무, 임무 •urgently 급하게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Milwaukee

9 ②

수치 정보 파악

소재 물건 값 계산하기
해석
남 오늘 어떠세요?
여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 저희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셨나요?
여 물론이죠. 여기 상점의 회원 카드 있습니다.
남 좋습니다. 음…. 전체 금액이 90달러입니다.
여 정말이요? 이상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군요.
남 사실, 회원 카드로 10달러를 절약하신 건데요.

동물원 방문의 날’에 모든 방문객들이 환영받고 무료로 입장됩니다. 그렇습
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입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신분증도 필요하지 않
습니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씨앗이 담겨 있는 스틱을 구입
하여 긴 가느다란 꼬리를 가진 다양한 작은 앵무새와 같은 새들에게 먹이
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는 그들의 손가락에 그대로 있는 새
들에게 매혹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동물원에 거주하는 야생 동물에
의해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추위에 대해 걱
정이 되시면, 얼마간은 실내 식물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차를 타
고 오고 싶으시면, 동물원 주차장에 들어가는 데 12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
보를 원하시면, 저희 근무 시간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 음, 저 와인이 얼마인가요?

해설

남 3
 0달러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면 동물원 주차장에 들어가는 데 12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했으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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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이다.
어휘

④ 인정해. 그 밖에 내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휘

•admit 입장을 허가하다 •purchase 구입하다 •feed 먹이다 •tapering
끝이 가는 •fascinated 매혹되는 •wildlife 야생 동물 •inhabit 거주하다

•personality 성격, 인격 •mature 성숙한 •organized 체계적인, 유능한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 •stubborn 고집 센, 완고한

•botanical garden 식물원

14 ③
12 ③

도표 정보 파악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딸의 입학시험 합격
해석

소재 자동차 렌트하기

남 안녕하세요, Ann. 오늘 행복해 보이시네요.

해석

여 안녕하세요, Frank.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사실, 굉장한 소식이 있어요.

여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렌트하고 싶습니다.
남 환영합니다. 그것에 대해 완벽한 곳에 오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를 선
호하세요?
여 이전에는 소형차를 선택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니밴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여행하고 싶은 친구가 몇 명 더 있거든요.
남 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짐을 싣는 데 편리합니다.
여 음, 저는 그것이 3일 동안 필요한데. 물론 마일리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요.
남 무제한 마일을 원하시는군요. 보험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완전 보상이나
충돌 손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 음….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완전 보상되는 것을 택할게요.
남 현명한 선택입니다. 염두에 두신 가격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여 하루에 70달러 이상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남 좋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차를 빌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기

남 뭐예요? 약간 흥분하신 것 같네요.
여 드디어 제 딸이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방금 그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남 축하해요! 그녀는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 그렇고말고요. 그녀가 지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실망했지만, 그녀
는 결국 해냈어요.
남 당신의 남편 Eric은 그 결과에 대해 뭐라고 말하던가요?
여 처음에는 정말 놀랐고 그것에 대해 매우 신나 했어요.
남 상상이 가네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여 가족들을 멋진 식당으로 데려가려고요.
해설

다려 주세요.

딸의 입학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보는 남자의 말에 대

여 네,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가족들을 멋진 식당으로 데려가려

해설
여자는 미니밴에 무제한 마일과 완전 보상되는 보험을 선택하고, 또한 하루에

70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원하므로, 여자가 대여할 자동차는 ③이다.
어휘

고요.’이다.
① 제 딸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② 남편과 함께 그것을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④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다니 실망이네요.

•compact 소형의 •collision 충돌 •coverage 보상 (범위), (보험의) 보장

⑤ 저는 언젠가 제 딸이 입학시험에 합격하길 바라요.
어휘

13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entrance exam 입학시험 •fully 충분히, 완전히 •deserve ~할 자격이
있다 •celebrate 축하하다

소재 장단점 말해 주기

15 ③

해석
여 T
 ed, 내 과제를 좀 도와줄래?
남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가족과 함께 영화 보러 가기

여 내 성격에 관한 보고서를 써야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줄래?

해석

남 글쎄. 먼저, 넌 매우 밝고 성숙하고 체계적이야.

남 R
 ussell은 영화 보러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상과학

여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영화가 근처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 중입니다. 토요일 오후 점심 식사 후

남 사실이야. 그런 점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에 Russell은 가족들에게 영화를 보러 갈 것을 제안하지만, 어머니는 동

여 단점은 어때? 말해 줘. 난 그것에 관해서도 써야 해.

의하기를 주저하십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어머니는 주말

남 음, 그것에 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는데.

마다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다리미질하기, 집안 청소하기와 같은 해야 할

여 그것을 말하는 걸 망설이지 마. 난 괜찮아.

집안일이 많다고 답하십니다. 그 때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에 옷을 다리미

남 음, 넌 때때로 좀 고집이 센 것 같아.

질을 하겠다고 제안하십니다. Russell 또한 자신이 집안 청소를 할 수 있

여 오, 정말?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으며, 그러면 어머니가 그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영화 보러 갈 수 있을 것

남 음, 네가 뭔가를 원할 때 넌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ussell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
겠습니까?

해설
자신이 왜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여자의 말에 대한

Russell 제가 집안 청소를 한 후에 영화 보러 가요.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음, 네가 뭔가를 원할 때 넌 결코 그것

해설

을 포기하지 않아.’이다.

집안일이 많아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는 어머니와 함께 영화 보러 가기 위해

①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다음번에 노력할게.

서, Russell이 집안 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므로, Russell이 어

② 물론이지. 네가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머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제가 집안 청소를 한 후에 영화 보러

③ 넌 네 견해에 확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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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1 ⑤

① 제가 옷을 다리미질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② 죄송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이미 전에 봤어요.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파티에서 음식 즐기기

④ 시간이 없으시면, 전 제 친구들과 그 영화를 볼게요.
⑤ 영화 관람에 대한 의견을 바꿔 보시는 게 어때요?

해석
남 안녕, Julia! 와 줘서 정말 고마워. 파티는 어땠니?

어휘
•nearby 가까운, 근처의 •do the laundry 세탁하다 •iron 다리미질하다

여 파티는 굉장했어. 네 덕분에 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남 그런 말 들으니 좋다. 충분히 먹었니?

[ 16~17 ] 16 ③ 17 ④

여 물론이지, 어쩌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해설

소재 음식 알레르기

파티에서 충분히 먹었는지를 묻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물론이지, 어쩌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 케이크가 정말 맛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서 식사를 하는 것이 끔찍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
전 조치를 취한다면, 외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
러분은 미리 식당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
고 설명하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도착하면 직원에게 말을 걸어 여러분이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
다고 설명하세요. 생선이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식사에

있었어.’이다.
① 아냐, 괜찮아. 난 정말 배부르다고 말해야만 해.
② 천만에. 네가 음식을 즐겼기를 바래.
③ 걱정 마. 우리는 파티를 위해 많이 준비했어.
④ 그래. 내가 함께 먹을 약간의 음식을 이미 주문했어.
어휘
•fantastic 굉장한, 멋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리를 파는 식당을 피
하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많은 아시아 스타일의 요리가 땅콩과 깨를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관련된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러
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2 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새 프린터 추가하기

몇몇 식당에서는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고, 요리되고, 제공되는지를 관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식기류가 다른 음식에 사용되고 있는지

해석

또는 땅콩이 포함된 요리가 닭고기 요리 옆에서 준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여 J
 ack, 컴퓨터 작업에 무슨 문제가 있니?

살펴 보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여러분의 특정한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그

남 음, 이 문서를 인쇄해야 해. 네 프린터 케이블을 빼서 여기로 건네줄래?

들의 일상적인 요리의 관행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문의하세요. 이

여 우리는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어. 새 프린터만 추가하면 내 기계에 연결된

모든 것을 확인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외식의 경험이 악

것을 보게 될 거야.
남 와서 나에게 좀 보여 줄래? 난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몽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해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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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어서 새 프린터만 추가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될 것

것은 ③ ‘알레르기가 있을 때 외식을 위한 조언’이다.

좀 보여 줄래? 난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이다.

① 음식 알레르기의 다양한 증상

① 난 네가 부러워. 네 컴퓨터가 내 것보다 우수해.

② 음식 알레르기를 알아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② 고마워. 네가 내 서류를 인쇄해 줘서 기뻐.

④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를 위한 치료와 예방

③ 천만에. 그 일로 널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

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④ 믿을 수가 없네. 왜 프린터 케이블의 연결을 끊은 거니?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외식을 할 때 취해야 할 몇 가
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17

음식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생선, 갑각류, 땅콩, 닭고기는 언급되었지만,
④ ‘우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라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와서 나에게

어휘
•disconnect 연결을 끊다 •toss 건네다, 던지다 •superior 우수한, 보다 나
은 •clueless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휘
•allergy 알레르기 •measures 조치, 방법 •in advance 미리, 먼저
•cater 음식을 제공〔조달〕하다 •shellfish 갑각류, 조개 •contamination 오
염 •sesame seed 참깨 •advisable 현명한, 바람직한 •observe 관찰하다
•separate 개별적인, 별도의 •utensil 식기류 •alongside 옆에서, 나란히

3③

	

목적 파악

소재 학기말 파티 초대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우리는 봄 학기의 끝에 있습니다. 벌써 4개월
이 된 것이 믿겨지시나요? 겨울은 끝났고, 봄은 여기 왔으며, 여름은 임
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번 여름에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하시

7회

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옮기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실전 모의고사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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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여러분이 수업을 즐겼고, 우리 캠퍼스에 머물면서 돌아다니기
를 좋아했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즐거운 시
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학기 말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점심과 즐거운 게임을 하러 5월 11일 금요일에 교내
학생회관 아래층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는 여러분과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봅시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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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중고차 판매 직원–고객’이다.

봄 학기의 끝을 알리며 학기 말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에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학기 종
강 파티에 초대하려고’이다.

•practical 실용적인 •repair 수리

어휘
•just around the corner 임박한, 가까이에 있는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student union 학생회관

4 ④

어휘
•construction 건설 •equipment 장비 •pickup truck 소형 (오픈) 트럭

6 ④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생일 축하 준비
의견 추론

해석
여 T
 ed, 아빠의 생일 파티 준비는 끝났니?

소재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기

남 거의 끝났어요.

해석

여 넌 착한 아들이야. 잘했어.

남 여보, 우리의 새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남 과찬이세요. 별거 아니었어요.

여 거의 완벽해요. 무엇보다도 아파트 가까이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좋아요.

여 난 가운데 맨 위에 위치한 ‘생일 축하해요, 아빠!’라는 현수막이 마음에 들어.

남 맞아요.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해요.

남 그런 말을 들어서 다행이에요. 그 현수막 옆에 우리 가족사진도 걸었어요.

여 게다가, 이웃들도 매우 친절해요. 그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에게 먼

여 좋은 생각이야! 둥근 탁자 위에 케이크를 두었구나. 맛있어 보여.
남 그러길 바라요.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케이크의 오른쪽에 두었어요.

저 인사해서 약간 놀랐어요.

여 멋진데! 아빠가 그것을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근데, 의자 위에 야구 모자

남 그래요, 하지만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유감이에요.

는 무엇을 위한 거니?

여 그렇게 생각해요?

남 그것을 쓴 아빠의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빠가 야구를 좋아

남 네, 그래요. 음, 잠시만요. 여기에 주차할게요.

하시잖아요.

여 잠깐만요, Jake! 거긴 장애인에게만 지정된 공간이에요.
남 알아요, 하지만 우린 금방 다시 떠날 거예요. 잠깐만 주차하는 것은 괜찮
지 않을까요?

여 그래. 그가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구나.
해설

여 절대 안 돼요. 잠시라도 우리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어디 다른
곳을 찾아봐요.

케이크의 오른쪽에 꽃다발을 준비해서 두었다고 했지만 그림에서는 선물 상
자가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남 당신이 옳은 것 같아요. 당신의 충고를 따를게요.
어휘
해설

•prepare for ~을 준비하다 •flatter 듣기 좋은 칭찬을 하다, 추켜세우다

남자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려고 하자 여자는 잠시라도 그곳을 이용해

•banner 현수막 •hang 걸다 •a bouquet of 한 다발의

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말리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④	

④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잠시도 주차해서는 안 된다.’이다.
어휘
•above all 무엇보다도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designated 지정

할 일 파악

소재 공항 마중
해석

된 •the disabled 장애인

[전화벨이 울린다.]

5 ③

관계 파악

소재 중고차 판매

여 여보세요.
남 안녕, Karen. 나예요.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 오, Mike.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에요. 구매자가 그것에 서명할 것 같아요.
남 잘 되었네요! 여보, 예정대로 이번 토요일에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 오,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지요, 그렇죠?
남 좋지 않아요. 음…. 저는 장비를 옮길 차가 한 대 필요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2년 된 이 소형 트럭을 한 번 보세요. 아주 실용적입니다.
남 꽤 좋아 보이네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 1
 0,000달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 음, 예상보다 좀 더 비싸네요. 여기서 판매하는 게 중고차 아닌가요?
여 네, 중고차 맞습니다만, 그건 정말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도 없
고요.

여 물론이죠. 며칠 후엔 그곳에 있을 거예요.
남 좋아요. 그런데, 그날 당신을 태우러 공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유감이네요.
여 괜찮아요. 근데, 토요일에 뭐 해야 해요?
남 그때 특별 회의가 있을 거라고 막 통보받았어요.
여 걱정 마요.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 그렇게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저녁을 요리해 주는
것은 가능해요.
여 당신은 참 다정해요. 난 당신이 나를 위해 요리해 주는 식사가 좋아요.
남 물론이죠. 당신이 그것을 정말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해설

남 그렇군요. 음, 그 밖에 다른 게 있나요?

남자는 공항에 마중을 못 가지만 대신 저녁 식사를 요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여 여기 더 오래된 중고 트럭이 있습니다. 7년 되었고 실제로 약간의 수리

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저녁 식사 요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남 많은 수리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 좀 더 구경해 볼게요.
여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어휘
•contract 계약 •so far 지금까지 •as scheduled 예정대로, 계획대로
•pick up 차로 데리러 가다 •notify 통지〔통보〕하다 •catch a cab 택시를

해설
여자는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고,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쓸 차를 고르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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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이다.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잡다

8 ②

이유 파악

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일행이 몇 명이십니까?

소재 아르바이트 선택 이유

남 단 두 명입니다. 제 아내와 배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0번째 결혼기념일이에요.

해석

여 오, 축하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완벽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부드

여 John, 커피숍에서의 일은 어때?

러운 치킨 가슴살과 연어 필레를 포함한 선상에서의 호화로운 식사를 제

남 한 가지만 빼고 다 좋아.

공합니다.

여 뭐가 마음에 걸리니? 거기서 너무 바쁘니?
남 그렇지 않아. 사실 그 반대야. 내가 늦은 근무 시간에 일하기 때문에, 손
님이 많지 않아서 때때로 약간 지루해.

남 좋습니다. 음…. 쿠폰으로 6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올해 말까지 유
효하다고 쓰여 있는데요.
여 네, 쿠폰을 가지고는 각각 94달러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 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남 좋아요.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남 G
 loria, 넌 어떤데? 네가 관심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니?

여 물론이지요. 하지만 7시 탑승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서 표를 사야

여 그렇다고 말해야겠네. 다음 주부터 서점에서 일할 거야.

합니다.

남 잘됐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서 그 일을 택한 거니?
여 그럴듯한 추측이지만,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택한 이유가 아니야.
남 정말? 이유가 뭐야? 보수가 괜찮아?

남 알겠습니다. 6시 30분에 거기에 가겠습니다.
여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 그러길 바라, 하지만 집에서부터 걸어서 단 5분 거리여서 그 일을 택했어.

해설

남 정말? 네가 거기에 가기에 정말 편할 것 같네.

선상 식당을 예약하면서 예약 인원수, 식사 메뉴, 할인 금액, 탑승 시간에 대
해서는 언급되었지만, ② ‘탑승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해설
여자는 서점이 집에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여서 그 일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
으므로, 여자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이유는 ② ‘집에서 가까워

(= fillet) •valid 유효한

서’이다.
어휘

11 ③

•shift 근무 시간 •at times 때때로 •convenient 편리한, 가까운

9 ④

어휘
•wedding anniversary 결혼기념일 •tender 부드러운 •filet 필레, 살코기

내용 불일치

소재 Ewan McGregor의 연기 생활
수치 정보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기 전에, 주연 배우인 Ewan McGregor

소재 바지 구입하기

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971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
해석

습니다. 그는 불과 9 살이었을 때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 실례합니다. 응대를 받고 계신가요?

1997년 ‘Empire’ 잡지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영화배우 100인’ 목록에

여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지가 얼마인가요?

서 3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경력에서 그는 코미디, 드라마,

남 9
 0달러입니다, 손님.

그리고 스타워즈 영화를 포함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영화에 출연했습니

여 꽤 비싸네요.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다. 특히, 그의 삼촌인 Denis Lawson은 1977년에 원작 ‘스타워즈’에

남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할

나왔습니다. McGregor는 22년 뒤에 그의 첫 스타워즈 영화에서 주연

인된 제품입니다.

을 맡았습니다. McGregor는 또한 ‘아가씨와 건달들’(2005~2007)과

여 정말이요?
남 네. 여름 할인 판매 중이고 그 바지는 10퍼센트 할인된 겁니다.
여 그것의 원래 가격이 100달러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남 네, 손님. 음…. 그런데 만약 두 개를 사시면 다른 하나는 100달러의 반값
에 사실 수 있습니다.

‘오셀로’(2007~2008)라는 연극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의 경
력에서 Ewan은 Cameron Diaz와 Nicole Kidman과 같은 여배우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McGregor는 2018년 TV 영화 부문에서 골든 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그의 연기를 감상하시고 즐
기시길 바랍니다.

여 좋아요. 파란색과 회색, 두 벌의 바지를 사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해설

해설

그가 스타워즈에 출연한 것은 22년 뒤이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Ewan McGregor의 삼촌인 Denis Lawson이 스타워즈 원작에 출연했고
두 벌의 바지를 구입하기로 하는데 하나는 90달러, 다른 하나는 100달러의
반값인 50달러에 구입하게 되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140달러’이다.

것은 ③ ‘스타워즈 원작에 삼촌과 함께 출연했다.’이다.
어휘

어휘

•rank 차지하다 •star 주연을 맡다 •division 부문 •appreciate 감상하다

•quite 꽤, 아주 •discounted 할인된 •original 원래의

10 ②

12 ②

도표 정보 파악

언급 유무

소재 Island Sunset Restaurant
해석

소재 영화표 예매하기
해석
남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전화벨이 울린다.]

여 오, Sam. 이번 주말에 볼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어요, 물론 당신과 함께요.

여 Island Sunset 식당입니다. 뭘 도와 드릴까요?

남 나와 함께요? 고마워요.

남 네, Richard Anderson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테이블 하나

여 농담하지 말아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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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번에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를 봤잖아요. 당신이 그 영화를 즐겼는지

여 T
 V를 켜 놓고 일을 하기도 하니?
남 일에 따라 달라. 내가 집안일을 할 때는, 대개 TV를 켜 두긴 해.

모르겠지만, 난 아니었어요.
여 알겠어요. 그럼 그 장르 외의 영화는 괜찮은 거죠?

여 가끔 TV 앞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니?

남 맞아요. 음…. 오후 8시 영화가 5시 영화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 혼자 있으면, 물론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니?

멋진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영화관에 가면 돼요.
여 그게 좋겠네요. 좌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 음, 프리미엄이나 디럭스가 좋아 보이지만, 영화 한 편을 보는 데 10달러
이상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여 알겠어요.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네요. 지금 당장 표를 구입할게요.

여 B
 rian, 내 생각에 넌 TV 중독자인 것 같아.
해설
매일 연속극을 즐겨 보고, TV를 켜 놓고 일을 하기도 하며, 혼자 있으면 가끔
TV 앞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rain, 내 생각에 넌 TV 중독자인 것 같아.’이다.

해설

① 네가 식사를 즐기기를 바라.

로맨틱 코미디를 제외한 장르 중에 오후 8시 영화이면서 프리미엄이나 디럭스

③ 모든 사람이 집안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중 10달러를 넘지 않는 것을 고르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영화는 ②이다.

④ 물론이지. 나는 채널을 돌려보는 것을 좋아해.
⑤ 좋아. 함께 영화 보러 가자.

어휘
•reserve 예약하다 •genre 장르, 유형 •afterward 그 후에, 나중에

어휘
•adorable 사랑스러운, 귀여운 •soap opera 연속극, (멜로) 드라마 •chore

13 ④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집안일, 허드렛일 •addict 중독자 •flip through 휙휙 넘기다

15 ①

소재 물리 공부하기
해석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학교 축제 준비로 인한 늦은 귀가

여 안녕, Jake! 급히 어디 가고 있니?
남 오, 안녕, Susan. 난 도서관에 가고 있어.

해석

여 책이나 자료를 대출받고 싶은 거니?

남 S
 usie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입니다. 요즈음, 그녀는 다음 달에 열

남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기말 시험을 위해서 물리 공부를 하려고.

릴 학교 축제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방과 후에, 그녀와 다른 학생

여 물리? 그건 매우 힘든 과목이잖아, 그렇지 않니?

회 회원들은 축제 행사 윤곽을 잡기 위해서 학생 회의실에 모입니다. 그

남 그래,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우리 아빠가 만약 내가 높은 점수를 받

들은 행사 일정을 의논하는 데 몰두해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

으면 나한테 새 자전거를 사 주기로 약속하셨어.

가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매우 늦은 것을 깨닫고, Susie는 모두에게

여 오, 맞다. 자전거를 갖는 게 너의 가장 큰 소원이잖아, 그렇지 않니?

집에 가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Susie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남 정말 그렇지.

녀는 정말 늦은 것을 압니다. 문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녀는 어머니

여 네가 부러워. 너는 마침내 네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usie

남 하지만 내가 합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Susie

여 걱정하지 마. 너는 잘할 거라고 확신해.
남 고마워. 내가 새 자전거를 갖게 되면 한 번 태워 줄게.

죄송해요, 하지만 학교에서 늦게까지 축제 준비를 했어요.

해설

해설

학교 축제 준비로 늦은 귀가를 한 Susie가 어머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물리 시험을 잘 보면 새 자전거를 받는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잘할 거라고

것은 ① ‘죄송해요, 하지만 학교에서 늦게까지 축제 준비를 했어요.’이다.

격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고마워.

② 걱정 마세요, 엄마. 제 생각에 오늘 저녁은 너무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새 자전거를 갖게 되면 한 번 태워 줄게.’이다.

③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이 제게 그 일을 끝내라고 말했어요.

① 물론이지. 그 과목은 나에게 식은 죽 먹기야.

④ 괜찮아요. 기말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② 힘내. 나는 네가 물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해.

⑤ 제가 학생회에서 일하는 것을 어머니가 지지해 주셔서 기뻐요.

③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때때로 위험해.
⑤ 그러기를 바라. 나는 자전거에 관해 약간의 자료를 찾아야겠어.

어휘
•student council 학생회 •gather 모이다 •be absorbed in ~에 몰두하다

어휘
•in a hurry 급히, 서둘러 •check out 대출받다 •challenging 힘든, 도전
적인 •reasonable 합당한, 적당한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

[ 16~17 ] 16 ③ 17 ③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차를 마시는 장점

14 ②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TV 시청 중독

해석
여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시나요?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
하는 것의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기를

해석

즐기는 것 같습니다. 커피 대신에 차를 마셔 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 차

여 B
 rian, 너 또 TV를 보고 있구나.

는 커피보다 더 적은 카페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 차는 커피에서 전형

남 그래. 이 드라마는 내가 특히 좋아하는 거야. 여주인공이 사랑스럽고 연
기를 아주 잘해.

적으로 발견되는 것의 50퍼센트보다 더 적은 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것은 여러분이 차를 마시면서 신경 쇠약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된다는 것

여 매일 연속극을 즐겨 보니?

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이점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

남 그렇고말고. 난 아마도 일주일에 20시간은 TV를 보는 것 같아.

다. 차를 마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 와. 밤새도록 TV를 본 적도 있니?

보여 주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매일 충분한 수분을 여

남 때때로 그래, 하지만 자주는 아냐.

러분의 몸에 주는 맛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차는 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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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증의 증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발표된 차를 마시
는 것에 관한 한 연구는 심장 마비의 위험에서 거의 20퍼센트의 감소를
발견했습니다. 허브티가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고 생강
차가 소화 불량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든 간에, 차는 차갑거나 따뜻하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아무도 차가 맛있
는 음료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실 차의 종류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2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뮤지컬 관람
해석
여 뮤지컬 극장에 가는 거 좋아하니? 나한테 새 공연 티켓이 2장 있어.
남 정확히 언제야? 난 이번 주 일정이 꽉 차 있어.
여 다음 주 화요일이야. 갈 수 있으면 이번 주말까지 내게 알려 줘.

해설

남 그래. 이번 주말에 네게 전화할게.

16

해설

커피 대신에 차를 매일 마시는 것의 다양한 이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
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차를 매일 마시는 것
의 이점들’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공연에 갈 수 있는지 주말까지 알려 달라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그래. 이번 주말에 네게 전화할게.’

① 허브티의 다양한 맛

이다.

② 불면증을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① 그래, 가능하면 화요일로 하자.

④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의 부작용

② 내가 표를 미리 예약했어.

⑤ 허브티를 능가하는 전통 차의 우수성

17

차를 마시는 효과로 신경 쇠약, 불면증, 심장 마비, 소화 불량의 완화가
언급되었지만, ③ ‘위암’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신경 쓰지 마. 괜찮아질 거야.
⑤ 이번 주말에 아무런 계획이 없어.
어휘

어휘
•side effect 부작용 •consume 섭취하다, 마시다 •typically 전형적으로
•nervous breakdown 신경 쇠약 •refreshment 기분을 상쾌하게 함 •at

the very least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flavorful 맛있는 •fluid 수분, 체액
•soothe 누그러뜨리다 •insomnia 불면증 •reduction 감소 •heart

attack 심장 마비 •herbal tea 허브티 •instability 불안정 •ginger 생강
•indigestion 소화 불량 •beverage 음료

•exactly 정확하게 •make it (모임 등에) 가다, (어떤 곳에 간신히) 시간 맞춰
가다

3 ②

목적 파악

소재 새 직원 소개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Williams 씨와 Taylor 씨가 지난달에 우리 회사를
떠나셔서 애석했습니다. 하지만 L&S 법인에 새로운 직원을 환영하게 되
어 매우 기쁩니다. Scott Jenkins는 Blake Williams를 대신하여 새로

8회

운 영업 부장으로서 12월 2일 월요일에 우리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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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⑤

는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영업 사원상을 수상했습니다. Grace Parker는

6⑤

Scott Jenkins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었으며 12월 9일 월요일에 그녀

12 ②

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Big Picture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바지 입어 보기
해석
남 실례합니다. 진열장에 있는 저 바지를 좀 보여 주시겠어요?
여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건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남 오, 그래요? 그 청바지가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입어 봐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해설
청바지를 입어 봐도 되는지를 묻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물론이죠.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이다.
① 물론입니다. 그것은 아이보리 색이 나옵니다.
②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재고가 없습니다.
③ 유감이지만 이것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운이 좋으시네요. 이건 잘 구입하시는 겁니다.
어휘
•showcase 진열장 •in style 유행하는, 화려한 •go well with ~와 잘 어
울리다 •try on 입어 보다 •out of stock 재고가 없는, 품절〔매진〕이 되어
•refundable 환불할 수 있는 •fitting room 탈의실

Jenkins 씨는 뛰어난 영업 사원이며 우수한 실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Limited와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
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들과 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해설
회사에 새롭게 부임한 직원들을 소개하며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회사의 새 직원을 소개하려
고’이다.
어휘
•incorporated 법인의 •sales manager 영업 부장 •replace 대신하다, 대
체하다 •exceptional 뛰어난 •track record 실적 •award 수여하다 •in

a row 연속해서 •asset 자산, 재산

4 ④

의견 추론

소재 단어 암기
해석
남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나를 미치게 해! 너무 힘들어.
여 그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
남 문제는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야.
여 그것에 대해 가장 어려운 게 뭐니? 문법을 이해하는 게 힘드니?
남 알다시피, 난 수학에 있어서는 전문가야. 문법은 수학에서의 공식과 약간
비슷해서 난 사실 그것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
여 그러면, 너의 어려움은 무엇이니?
남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몇몇 단어를 외워도, 그것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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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맞아요. 왼쪽 맨 아래에 책은 어때요?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
여 모든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같은 문제를 겪어. 새 단어를 암기할

여 사전처럼 큰 것을 맨 아래에 둔 것은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에 둥근 바구니 안에 가위와 자를 두었구나.

때 너의 다른 감각을 사용해 보지 그래?
남 나의 감각을 사용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난 단어를 만질 수 없어.

남 네, 둥근 바구니에 그것을 넣어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여 물론 만질 수 없지. 하지만 단어를 암기할 때 그 단어를 듣는다면, 좀 더

여 모든 것이 완벽하네. 네 아빠가 만족하시겠다.

효과적일 거야. 너에게 단어를 읽어 주는 전자사전을 이용하면 돼.
남 오, 정말? 그게 더 나을까?
여 물론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또한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네가 단어를 더 잘 기억하도록 도와줄 거야.

해설
둥근 바구니 안에 가위와 자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림에서는 사각형의
바구니가 보이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

해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단어 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전
자사전을 이용해 단어를 들으면서 암기할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들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다.
어휘
•drive ~ crazy ~을 미치게 하다 •formula 공식 •memorize 암기하다

•bookshelf 책장, 책꽂이 •globe 지구본 •remind A of B A에게 B를 떠올리
게 하다 •graduation 졸업 •pencil sharpener 연필깎이 •scissors 가위
•ruler 자 •convenient 편리한

7 ⑤

할 일 파악

소재 물건 주문 확인하기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

해석

5 ①

관계 파악

[전화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Bobby의 고객 서비스입니다.

소재 축구 감독과의 인터뷰

남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벨트를 온라인 주문했습니다.

해석

여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J
 ohnson 감독님, 오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남 그런데 제가 아직 제품을 받지 못해서 그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

남 감사합니다.

고 제 주문에 대한 지불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 K
 evin이 경기에서 해트 트릭을 기록한 것에 대해 느낌이 어떠세요?

여 죄송합니다. 제게 주문 번호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남 물론, 매우 기쁩니다.

남 네, AOA32114입니다.

여 감독님께서 그를 그 위치에 지명한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 잠시만요. 음, 고객님의 신용 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 덕분에 그도 최선

남 오, 이런! 제가 주문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을 다했죠.

여 그 전에, 고객님께서는 카드의 지출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 물론입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 아, 저는 그것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남 저희 팀이 매 경기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

여 신용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 경우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당장

해서, 저는 또한 시즌 내내 부상당한 선수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 감독님의 팀이 이번 시즌에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저도 그러길 희망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너무 높이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합니다.
여 새로운 시즌에 행운을 빕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ohnson 감독님.
남 저도 감사합니다.

은 고객님의 주문을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신용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지출 한도 문제로 카드 결제
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있으
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신용 카드 회사에 전화하기’이다.

해설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경기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으므
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기자–축구 감독’이다.

어휘
•place an order 주문하다 •process 과정; 처리하다 •run into (곤경 등
을) 만나다, (수준·양에) 이르다 •for the time being 당장은, 당분간

어휘
•hat trick 해트 트릭(한 사람이 한 시합에서 세 골을 넣는 것) •appoint 지명
하다, 임명하다 •upcoming 다가오는 •injured 다친, 부상 입은 •deserve

이유 파악

소재 여자가 피곤해하는 이유

~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⑤

8⑤

해석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책장 정리

남 J
 ulia, 어젯밤 축구 경기를 봤니?
여 안타깝게도 못 봤어.
남 오, 네가 그것을 봤어야 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 그런데, 너 피곤해 보
인다. 아프니?

해석
여 J
 ames, 믿을 수가 없구나! 네가 책상 위의 책장을 깔끔하게 정리했네.

여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갔어.

남 물론이죠, 엄마. 아빠가 책장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남 공부나 도서 모임이 있었니?

여 잘했다. 어디 보자. 넌 맨 위 자리에 지구본을 두었구나.

여 그러고 싶었지만, 나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남 네. 그다지 무겁지 않아서 문제될 게 없어요.

했어.

여 오, 중간 왼쪽의 사진은 너의 중학교 졸업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남 불쌍한 Julia. 또 초과 근무를 했니?

남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엄마가 졸업식에 와 주셔서 행복했어요.

여 응. 내가 끝냈을 때에는 자정이었어.

여 그래, 갔었지. 사진 옆에는 연필과 연필깎이가 있네.

남 믿을 수 없어. 잠을 얼마나 잤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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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겨우 4시간쯤. 나는 다시 출근 준비하려고 5시에 일어나야 했어.

해설

남 너를 탓할 수는 없겠다. 그러고 보니, 나도 오늘 월말 통계를 확인해야만 해.

잔디 깎기, 영수증 정리, 컴퓨터 작업, 저녁 식사 준비는 남자가 한 일이지만,

여 행운을 빌어, Richard.

세탁하기는 여자가 한 일이다. 따라서 남자가 한 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④
‘세탁하기’이다.

해설
여자는 어제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하고, 다음 날도 출근 준비로 일찍 일어
나야 했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피곤해하는 이유는 ⑤ ‘초과 근무로 인해 잠을

우 바쁜

충분히 못 자서’이다.
어휘
•meet a deadline 기한을 맞추다 •work overtime 초과 근무하다 •blame
비난하다, 나무라다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 •statistics 통계

9④

어휘
•mow the lawn 잔디를 깎다 •receipt 영수증 •pile up 쌓다 •hectic 매

11 ③

내용 불일치

소재 Dead Man’s Carnival
해석

수치 정보 파악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학생회장 Linda Mason입니
다. 우리의 멋진 ‘Dead Man’s Carnival’이 다음 주 화요일 하루 종일

소재 의류 구입

열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상을 가져오거나 학생회로부터 몇몇 의상

해석

을 빌릴 수 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학교 재즈 밴드의 라이브 음악 공

남 도와 드릴까요, 손님?

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타로점, 가면 만들기, 캐리커처 행

여 네, 감사합니다. 이 티셔츠 중간 사이즈가 있나요?

사가 있고 오후에는 변장한 죽은 사람들에 의한 축제 퍼레이드가 있을

남 물론이죠. 제가 한 번 볼게요. [잠시 후] 네, 여기 중간 사이즈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평소처럼, 이번 축제의 교내 축하 행사는 동창회에 의해 후

여 좋아요. 얼마인가요?

원됩니다.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들 덕분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남 40달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품목입니다.

시험이 막 끝났고 지금은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즐기실 시간입니다. 더 많

여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약간 비싸군요.

은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남 음, 저희 새로운 가격 정책인 ‘하나 사면 하나는 50퍼센트 할인’을 아시나요?

해설

여 그게 뭐예요? 그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요.

축제 퍼레이드가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남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시면, 다른 것에 대해 5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

않는 것은 ③ ‘축제 퍼레이드가 오전부터 진행된다.’이다.

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항상 더 싼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어휘

여 좋네요. 사실, 바지 한 벌도 필요해요. 이 바지는 얼마인가요?
남 3
 0달러입니다. 그것을 구입하시면, 저희 새 가격 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awesome 멋진 •costume 의상 •tarot reading 타로점 •disguised 변
장한 •on-campus 대학 내의 •sponsor 후원하다 •alumni association
동창회

여 좋아요. 티셔츠와 바지를 구입할게요. 여기 카드 있습니다.
남 잘 사신 겁니다. 잠시만요.

12 ② 

해설
티셔츠가 40달러이고, 30달러짜리 바지는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55달러’이다.

도표 정보 파악

소재 보조 배터리 구입하기
해석

어휘

남 L
 isa, 컴퓨터에서 무엇을 보고 있니?

•price policy 가격 정책 •apply 적용하다

여 안녕, Ted. 내 전화기를 위한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어.

10 ④

남 오, 그건 여행할 때 매우 유용하지.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니?
언급 유무

소재 남자가 한 일

여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무엇을 사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
남 우선, 배터리의 용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여 음…. 5,000mAh는 나에게는 너무 작아. 난 그것 이상을 원해.

해석

남 좋아. 가격대는 어떤데?

여 P
 aul, 어제 뭐 했니? 하루 종일 너를 보지 못했네.

여 난 15달러까지는 지불할 수 있어. 그리고 무게가 400g이 이상 나가는

남 맞아.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배터리는 원하지 않아. 그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여 뭘 했기에 바빴던 거야?

남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두 개의 선택이 남아 있네. 검은색을 주문할까?

남 음, 먼저 앞마당에 잔디 깎기와 같은 집안일을 좀 했어.

여 음, 다른 색깔을 주문하고 싶은데.

여 잘했어, Paul. 그것을 하느라고 몇 시간은 보냈겠구나.

남 그래. 그것이 너에게 적당하겠다.

남 물론이야. 그 후엔, 내 지갑을 쭉 훑어보고는 쌓였던 영수증을 정리했어.
여 모든 영수증을 다 정리했니?
남 그래. 그 후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프로젝트를 위해 컴퓨터 작업을 해
야 했어.
여 와, 정말 바쁜 하루였구나!
남 그게 다가 아니야. 저녁에는 몇몇 손님을 위해 저녁 식탁을 차려야 했어.
여 그렇구나. 나도 어제 빨래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넌 정말 정신없이 바빴네.
남 두말하면 잔소리지. 난 휴식이 좀 필요해.

해설
여자는 용량이 5,000mAh가 넘으며, 가격은 15달러 이하이고, 무게는 400g
이하이면서 검은색이 아닌 모델을 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주문할 보조 배
터리는 ②이다.
어휘
•extra battery 보조 배터리 •capacity 용량 •price range 가격대 •up

to ~까지 •appropriate 적당한, 알맞은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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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①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어휘
•overseas 해외로 •backpacking trip 배낭여행 •coincidence 우연의 일
치 •in the same boat 처지가 같은, 같은 상황에 있는

소재 수의사 되기
해석

15 ④

여 B
 rian, 너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니?
남 내 첫 직업? 나는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했었어.
여 오, 정말? 너희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셨니?
남 맞아, 그러셨어. 하지만 곧 나는 아빠 밑에서 일하는 것에 싫증이 났어.
여 그래서 너는 수의사가 되기로 결정했구나, 맞지?

소재 합창부 선발 시험 격려하기
해석
남 L
 inda는 노래 부르는 데 관심이 많고 그것에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때때로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합니다. 그녀는 파티에

남 맞아. 게다가, 나는 너도 알다시피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

초대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녀는 또한 모든 과목 중 하나를 나

잖아.

쁜 성적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오늘 그녀는 내일 학교 합창부 선발 시험

여 그래도 수의사가 되는 것은 힘들텐데, 그렇지 않니?

이 있어서 초조해하는 듯합니다. 지금 그녀는 선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남 그렇긴 하지, 무엇보다도, 나는 수의학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고 교육은 6

서 그 동아리의 회원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

년이 걸렸어.

다. 그녀의 반 친구인 Paul은 그녀가 노래하기를 매우 좋아하며 합창부

여 와, 너 열심히 공부했었음에 틀림없구나.

에 적합한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남 음, 그렇다고 말해야겠네. 마지막 해에는 시험을 봐야 했어.

내일 선발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 너 대단하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니?
남 많이 들었지. 난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중이야.
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수의사 공부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묻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이 들었지. 난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중이야.’이다.
② 너는 상상도 못해.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사장님이셨어.
③ 대략 10년 정도. 나에겐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

서 Paul은 Linda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Paul

넌 할 수 있어. 넌 합창단이 될 자격이 있어.

해설

Paul은 합창부 선발 시험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는 Linda를 격려하기를 원하
고 있으므로, Paul이 Lind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넌 할 수 있
어. 넌 합창단이 될 자격이 있어.’이다.
① 잘했어! 네가 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
② 힘내! 다음에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

④ 맞아.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충분하지 않았어.
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난 고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그냥 즐겼어.
어휘
•grow tired of ~에 싫증나다 •veterinarian 수의사 (= vet) •degree 학위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 •pay back ~을 갚다 •loan 대출〔융자〕(금)

14 ④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③ 사실을 말하면, 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 못해.
⑤ 너 자신을 믿어. 넌 언젠가 배우가 될 수 있어.
어휘
•tryout 선발 시험 •choir 합창단 •suitable 적절한 •confidence 자신감

[ 16~17 ] 16 ② 17 ③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혼자 여행 가기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면접 시 옷차림의 중요성
해석
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른 의복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무엇을

해석
남 E
 mily, 네가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

입을지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야 할 상황이 있습니

여 응, 나는 이번 여름에 유럽을 여행하려고 해.

다. 취업 면접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인상이 중요하며 적절

남 흥미롭게 들리네. 누구랑 같이 갈 거니?

한 옷차림은 여러분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여 아, 나는 혼자 여행해. 나는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어. 내가 원하

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슬리퍼를 신은 경찰을 우연히 보
게 된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면으로 만든 옷

는 곳을 방문하고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어.
남 정말? 전에도 너 혼자 여행한 적이 있니?

을 입고 화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 물론이지, 나는 항상 그렇게 해. 한 번은 2개월짜리 배낭여행을 혼자 갔

그리고 야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정장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
울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상황과 직업에 어울리는 적절한 의상이 있습니

었어.
남 와, 나는 결코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다. 또한 면접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실제로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 재밌어. 시도해 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직

남 아니야,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장소를 방문하거나 패키지여행을 가는 것을

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두를 반짝이게 하
는 방법을 아는 것이 유용한 직업의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해. 나는 여행자보다는 오히려 관광객인 셈이지.

구두를 반짝이게 한 채 여러분이 나아 보이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보편

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들은 다른 취향을 가지니까.

적인 기술, 즉 좋은 인상을 전달합니다. 패션트렌드는 뜨고 지지만, 스타

해설

일은 남아 있기 마련이며, 공식적이기도 하고 비공식적이기도 한 면접을

여자와 다르게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패키지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한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들은 다른 취향을 가지니까.’이다.

해설

① 물론이지. 패키지여행은 내가 선호하는 거야.

16

② 네가 맞아. 나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취업 면접 시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한 옷차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면접 겉모습이 중

③ 정말 우연이다! 우리는 같은 처지야.

요한 이유’이다.

⑤ 믿을 수 없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①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

32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③ 교실에서의 복장 규정의 필요성

어휘
•incentive 보상(물), 장려책 •purchase 구매하다 •plus 좋은, 플러스가 되

④ 발표를 통해 고용주에게 인상을 남기는 방법

는 •recover 회복하다

⑤ 시대에 따른 복장 규정 변화의 필요성

17

상황과 직업에 어울리는 의상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예로 교장 선생
님, 경찰관, 소방관, 야구 선수는 언급되었지만, ③ ‘대통령’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according to ~에 따라서 •first impression 첫인상 •matter 중요하다

3 ③

목적 파악

소재 의료 보험 가입 권유

•suit shoes 정장구두 •attire 복장, 의복 •demonstrate 증명하다

해석

•competency 능력, 자격 •shine 닦다, 빛나게 하다 •convey 전달하다

남 여러분이 항상 꿈꿔왔던 이 새로운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제
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로 이주할 때, 시도하고

•hard and fast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dress code 복장 규정

경험하며 살펴봐야 할 새로운 것들이 아주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서도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9

명심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보험

회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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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지 저희 의료 보험을 가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가족이 모험을 즐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이든 장기
이든 모든 종류의 의학적 치료를 보장하는 설계를 한데 모아 놓았습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의 가족을 보호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희에게 물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1①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해설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

소재 디저트

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의료 보험 가입을 권유하려고’이다.

해석
여 저녁 식사가 정말 훌륭했어요. 전 정말 그것을 즐겼어요.
남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디저트로는 어떤 것을 원하나요?
여 저는 치즈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당신은 어때요?
남 전 너무 배불러요. 그냥 커피를 좀 마실게요.

어휘
•medical insurance 의료 보험 •certificate 증명서, 증서 •take out 가입
하다, 획득하다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extensive 광범위한

4 ②

주제 파악

해설
디저트로 무엇을 먹을지 묻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소재 선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장 적절한 것은 ① ‘전 너무 배불러요. 그냥 커피를 좀 마실게요.’이다.

해석

② 저는 저녁을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여 Aiden, 이게 뭐예요? 아주 멋져 보여요.

③ 식사 중간에 간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남 오, Pamela. 제 친구에게 이 와인을 선물로 받았어요.

④ 정말이에요. 저녁은 최고였어요.

여 좋겠네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⑤ 당신에게 치즈케이크를 좀 드시라고 권해요.

남 문제는 제가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휘

여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다시 선물하는 게 낫지 않나요?

•be in the mood for ~할 기분이다 •recommend 권하다, 추천하다

남 다시 선물하라고요? 당신은 다시 선물한 적이 있나요?
여 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저는 보통 상품권 같은 선물은 다시 선

2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보상물 제공
해석
남 여보, 오늘 저녁으로 어떤 것을 먹게 되나요?
여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소고기 스테이크예
요. 슈퍼마켓에서 ‘두 개를 사면 한 개가 공짜’였어요.
남 좋네요! 불경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가 고객들이 계속 구매하도록 보상
(물)을 제공하네요.
여 맞아요. 그것은 불경기에 대한 좋은 측면이죠.
해설
불경기로 인해 가게에서 보상(물)을 제공한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

물해요.
남 오, 그건 말이 되네요. 당신은 다시 선물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느낀
적 있어요?
여 가끔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남 어쩌면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이 와인을 다시 선물할게요.
여 오, 정말요? 당신은 너무 다정해요.
해설
두 사람은 남자가 선물로 받은 와인을 두고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이다.
어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맞아요. 그것은 불경기에 대한 좋은 측면이죠.’

•gorgeous 아주 멋진 •re-gift 다시 선물하다 •make sense 일리가 있다

이다.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① 전 기다릴 수 없어요. 같이 고기를 좀 사요.
② 저도 동의해요. 요즘 우리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④ 물론이죠. 우리는 고객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해요.
⑤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이제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믿어요.

5 ①

관계 파악

소재 운전 연습
정답과 해설

33

남 호텔 밖으로 나가셔서 길을 건너면 버스 정류장이 보일 겁니다. 그 정류

해석
남 안녕하세요, Taylor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장에서 63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여 좋은 아침이에요, Mason 선생님. 전 좋습니다.

여 알겠어요. 그 버스가 기념관으로 곧장 가나요?

남 이게 저랑 함께하는 세 번째 연습이네요, 맞나요?

남 아닙니다. 시청역에서 내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블록 내

여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향상된 것처럼 느껴져요.

려가면 기념관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남 고마워요, 그런데 안전 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항상
조심해요.

여 저에게는 너무 어렵게 들려요. 차라리 택시를 타겠어요. 제게 택시 좀 불
러 주시겠어요?

여 네, 확실히 그것을 기억할게요.

남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 좋은 출발입니다. 제 생각에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주차 연

여 정말 고맙습니다.

습을 하는 게 어때요?

해설

여 알겠어요. 이곳이 저희가 주차할 자리인가요?
남 네. 먼저, 자동차의 앞부분이 울타리에 근접하도록 핸들을 돌리세요.
여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여자는 남자에게 전쟁기념관에 가는 방법을 묻다가 차라리 택시를 타겠다며
택시를 불러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택시 불러 주기’이다.

남 거의 완벽하시네요. 천천히 움직여서 차를 후진시키세요.

어휘

여 네, 그렇게 할게요.

•War Memorial 전쟁기념관 •ride a taxi 택시를 타다

해설
운전 강사와 운전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과의 대화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8④

가장 잘 나타낸 것 ③ ‘운전 강사–수강생’이다.
어휘

이유 파악

소재 실망한 이유

•wheel 핸들, 바퀴 •in reverse 후진으로, 거꾸로

해석

6 ④

그림 정보 파악

남 안녕하세요, Parker 씨. 저는 Richard Jackson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Jackson 씨. 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앉으세요.

소재 방 배치도

여 고맙습니다.

해석

남 제가 지원서와 이력서를 검토해 보았어요. 경력이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남 엄마,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여 감사합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인가요?

여 너만의 방이 생긴다는 것에 매우 신나 있는 것 같아.

남 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 물론이죠. 이게 제 방의 배치도예요.
여 오, 이미 네 방에 대한 계획을 세심히 세운 것으로 보이는구나. 음…. 문
바로 옆에 네 침대를 놓았네.
남 네. 제 생각에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때문에 책장을 왼쪽에 두
었어요.

여 정말이요?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이유는 경력이 2년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
서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고 있어요.
여 매우 실망스럽네요. 저도 나름대로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요.
남 확실히 그러시지만, 그 자리에는 맞지 않으세요. 나쁜 소식을 전달하게

여 좋은 생각이야. 음, 창문 앞에 네 책상을 두는 게 적절해.

되어 유감입니다.

남 그럼요. 저는 서랍장을 책상 왼쪽에 놓을 거예요.
여 좋아. 너는 왜 책상 대신에 서랍장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두었니?

해설

남 저는 컴퓨터 모니터가 창문에서 오는 햇빛을 막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자는 경력 부족으로 원했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므

여 일리가 있구나. 책상 오른쪽에 걸려 있는 가족사진이 내 눈길을 사로잡는

로, 여자가 실망한 이유는 ④ ‘원했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이다.

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방을 배치하자.

어휘

남 고마워요 엄마.

•application letter 지원서 •résumé 이력서 •to be honest with you 솔
직히 말해서 •qualification 자격 •bearer 전달자

해설
책상 왼쪽에 서랍장이 있다고 말했으나 그림에서는 책상 오른쪽에 서랍장이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9 ③

수치 정보 파악

어휘
•layout 배치도 •drawer 서랍 •arrange 배치하다, 배열하다

7①

소재 음료와 머핀 주문하기
해석

부탁한 일 파악

소재 전쟁기념관 가는 방법

남 다음 손님이요.
여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테와 블루베리 머핀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남 네, 아이스 라테는 4달러, 머핀은 2달러입니다. 몇 개 원하세요?

해석

여 아이스 라테 2잔이랑 머핀 한 개를 원해요.

남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알겠습니다. 다른 건요?

여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여 아뇨, 그게 다입니다. 아, 라테에 크림은 빼주세요.

남 물론이죠.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인걸요. 무엇이든 제게 물어 보세요.

남 네. 회원 카드 있으세요?

여 감사해요. 오늘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싶어요. 이 호텔에서 먼가요?

여 여기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이 되나요?

남 걷기에는 너무 멉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남 물론이죠. 총액에서 10퍼센트를 할인해 드릴 겁니다.

여 어디서 버스를 탈 수 있죠?

여 좋아요. 여기 제 신용 카드 있습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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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남 네. 음료 가져가는 카운터에서 기다리세요.

•adapt 개작하다, 적용하다 •authentic 믿을 만한, 실제의 •refer to 참고하

여 고맙습니다.

다 •apply 신청하다 •insight 통찰력 •perspective 관점

해설

4달러짜리 아이스 라테 2잔과 2달러짜리 머핀 하나를 구입하는데 전체 금액
인 10달러에서 회원 카드로 10퍼센트 할인을 받고 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12 ②

금액은 ③ ‘9달러’이다.

소재 텀블러 주문하기

어휘

해석

•hold ~을 빼다 •total amount 총액

10 ④

도표 정보 파악

남 J
 essica, 너 시간 좀 있니?
여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언급 유무

남 지금, 내가 모니터에서 텀블러들을 좀 보고 있어. 하나 선택하는 것을 도
와줄 수 있니?

소재 타운 하우스 임대 문의

여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해 환경 보호에 도움

해석

이 되려고 하는구나.

[전화벨이 울린다.]

남 맞아. 음… . 우선,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은 싫어.

여 안녕하세요. Auburn 타운 하우스 관리소입니다.

여 물론이지. 다른 소재가 더 좋아. 너는 얼마나 많은 용량을 원하니?

남 안녕하세요. 저는 Kevin이라고 합니다. 일 년 동안 집을 빌리고 싶습니다.

남 어디 보자. 16온스는 나한테 너무 작아. 나는 그것보다 더 큰 텀블러를

여 전화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 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
놓고 물어 보세요.

원해.
여 네가 쓸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데?

남 방 2개와 화장실 2개짜리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남 그게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괜찮아. 나는 20달러가 넘지 않는 것을 원해.

여 9
 00달러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이 남았네. 오, 이거 좀 봐. 만약 이걸 사면,

남 괜찮네요. 음….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너는 추가 선물로 텀블러 가방을 받을 수 있어.

여 물론이죠. 저희 위치는 정말 좋아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모두 걸
어갈 만한 거리예요.
남 편리하네요. 제가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 실내에는 식기 세척기, 냉장고, 세탁기가 있고요. 그리고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남 오, 제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겠네요. 제 가족과 함께 오늘
오후에 들르겠습니다.

남 좋아. 그걸로 주문할게.
해설
남자는 플라스틱을 제외한 소재로 16온스보다 용량이 더 크고 금액은 20달
러가 넘지 않으며 추가 선물을 주는 텀블러를 고르고 있으므로, 남자가 주문
할 텀블러는 ②이다.
어휘
•disposable 일회용의 •capacity 용량

여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해설
임대 기간은 1년이고, 임대료는 월 900달러부터이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
장이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고, 야외 수영장이 있다고 언급되었지만, ④ ‘주차

13 ②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양로원 시설

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석
어휘

남 T
 ammy, 이 기사를 좀 봐요.

•lease 임대〔임차〕하다 •up to ~까지 •exceed 초과하다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갈 만한 거리인 •facility 시설

11 ③

여 뭐에 관한 기사인데요?
남 이 기사에는 요즈음 유료 양로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여 음, 그것은 다소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용 불일치

소재 DS 말하기 대회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20회 DS 말하기 대회에 대

남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누구든 왜 자신의 부모님을 그러한 시설에 맡기
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아프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
남 사람들이 아프면, 그들은 친근한 환경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
이 있는 것을 원하잖아요.

해 이야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대회는 학교 개교 30주년을 축하하

여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때때로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기 위해서 5월 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역 사회에서

남 당신이 어렸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돌봐 주었다면, 나중에 당신이 그들을

의 교육의 역할이고 참가자들은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한 어떤 것이든

돌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본은 독창적이거나 다른 믿을 만한 지문으로부터 개

여 Robert,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되어도 됩니다. 참가자들은 발표 동안에 어떠한 필기나 문서를 참고하

남 저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양로원에 위탁하지 않을 거예요.

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본의 길이는 제한이 없지만, 발표의 최대
시간 제한은 5분입니다. 1등상 수상자는 최신형 노트북을 받게 되고, 2
등상 수상자는 전자 사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회에서 연설하도록 초대하며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의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양로원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여자가 마지
막에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저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양로원에 위탁하지 않을 거예요.’이다.
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더 현실적이길 바라요.

해설

③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해요.

발표 원고는 다른 지문으로부터 개작한 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④ 노인들은 시골 지역에서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발표 원고는 창작만 가능하다.’이다.

⑤ 저는 이 시설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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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어휘

•paid home for senior citizens 유료 양로원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overseas 해외로 •drop by ~에 들르다 •spot 발견하다 •clerk 점원

•phenomenon 현상 •surroundings 환경 •responsibility 의무 •rural

[ 16~17 ] 16 ④ 17 ④

시골의

14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불면증 치료 방법
해석

소재 문화에 따른 약혼의 의미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에 대하

해석

여 이야기해 봅시다. 맞습니다, 이 강연은 여러분의 수면에 관한 것입니

남 J
 ulia, 네 손가락에 무엇을 끼고 있는 거야? 반지니?

다. 불면(증)은 낮 동안 작용하는 여러분의 에너지, 기분, 능력을 앗아가

여 응, 약혼반지야. Donald가 며칠 전에 나에게 청혼을 했어.

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

남 축하해, Julia. 예쁘고 비싸 보여.

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침실이 조용하고 어두우며 시원한지

여 물론, 그렇지. 난 그의 부모님이 이것을 사는 것을 도와주었을지도 모른

를 확실히 하세요. 소음, 빛,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추운 침실, 또는 불편한
베개 모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가리기 위한 귀마개

다고 생각해.
남 아마도. 그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간 것은 어땠어?

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또한, 규칙

여 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 그분들은 영국에 계셔.

적인 수면 계획을 고수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함으로써

남 정말?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약혼을 할 수 있었니?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지탱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통상의 수면 리듬

여 무슨 뜻이야? 그분들께 약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더 낫긴 하지만, 우리

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잠들기 1시
간 전 모든 화면을 꺼 주세요. TV나 휴대 전화의 전자 화면은 여러분 몸

가 그분들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

의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졸음과 싸우는 파란 빛을 발산합니다. 여러

남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이 단지 두 사람만의 약

분의 수면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

속이 아니라 가족 간의 의식이야.

심하세요.

여 글쎄,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약혼을 한 거야.

해설

16

두 사람은 약혼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으며 남자의 나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불면증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에서는 약혼이 가족 간의 의식이라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① 지나친 수면의 부작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글쎄,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하

② 일시적인 불면의 원인

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약혼을 한 거야.’이다.

③ 숙면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음식

① 물론이지. 나는 반지가 약혼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해.

⑤ 불면증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

② 상황에 따라 달라. 나는 약혼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17

해설

③ 이상하네. 우리는 약혼 전에 부모님을 만나 뵈어야 해.
④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들은 청혼 없이 약혼할 수 있지?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쓰이는 것들로 베개, 귀마개, 암막 커튼 사용과 휴
대 전화 꺼두기가 언급되었지만, ④ ‘알람 시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occupy 차지하다 •measures 방법, 대책 •interfere 방해하다 •earplug

어휘
•engagement 약혼, 약속 •propose 청혼하다, 제안하다 •ceremony 의식

귀마개 •blackout (창문에 치는) 암막 •block out (빛·소리를) 차단하다, 가
리다 •stick to ~을 고수하다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 •disrupt 방해

15 ①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하다 •combat 싸우다 •insomnia 불면증

소재 여행 관련 도서 찾기
해석
남 G
 loria와 Mina는 친한 친구이고 이번 여름에 함께 해외로 여행할 계획

10 회

실전 모의고사

pp. 58~59

입니다. 그들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저녁에 커피숍에서 만나기

1⑤

2②

3③

4⑤

5⑤

6④

로 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Gloria는 Mina를 만나기 전에 시간이 조금

7④

8③

9②

10 ③

11 ②

12 ②

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여행을 계획할 정보를 얻으려고 서점에

13 ⑤

14 ①

15 ①

16 ④

17 ⑤

들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처음 방문했고 서점에는 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때 그녀는 책을 정리하고 있는 점원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loria는 점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Gloria

실례합니다만, 여행 관련 분야는 어디인가요?

1 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중국어 학습
해석

해설

Gloria는 여행에 관한 도서를 찾고 있으므로 Gloria가 점원에게 할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실례합니다만, 여행 관련 분야는 어디인가요?’이다.
② 당신과 함께 해외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중이에요.
③ 이 주위에 아주 많은 책이 있어서 기쁩니다.

여 이봐, 너 뭐 하고 있니?
남 중국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려고 해.
여 너 중국어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 그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니?
남 나는 내 중국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싶어.

④ 이번 여름에 제가 어디를 방문할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해설

⑤ 제가 여기 처음인데요. 커피숍으로 가는 출구가 어디인가요?

여자가 남자에게 중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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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나는 내 중국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

남 네. 저는 연필 몇 자루와 지우개 같은 문구류가 좀 필요해요.

하고 싶어.’이다.

여 알겠어.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밖에 다른 것은?

① 물론이야, 올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남 약간의 아이스크림은 저를 행복하게 해 줄 거예요.

②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 그렇지?

여 의사가 충치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안 된다고 했잖니.

③ 그러고 싶지만, 수업을 취소해야 해.

남 저도 알지만, 의사가 적은 양은 괜찮다고 말한 걸로 기억해요.

④ 다른 언어를 배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남 물론이죠, 엄마. 아이스크림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

어휘

문에 초콜릿처럼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sign up 등록하다 •pass up (기회를) 놓치다

2②

여 우아, 너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거의 전문가구나, 그렇지 않니?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남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아이스크림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엄마, 제발요.
여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이를 닦는다면, 내가 심사숙고해 볼게.

소재 영화 감상 소감

남 약속해요.

해석
남 G
 ina, 내가 어젯밤 본 영화는 진짜 근사했어.

해설

여 오, 정말? 주인공의 연기가 어땠는데?

남자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

남 더 좋을 수가 없어. 난 정말로 영화를 즐겼어. 네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아이
스크림을 먹는 것은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이다.

해서 안타까워.
여 나도 알아,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다음에 하자.

어휘
•stationery 문구류, 문방구 •ease off ~을 완화시키다 •contrary to ~와

해설
같이 영화 보러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달리, ~와 반대로 •stimulate 자극하다 •think over 심사숙고하다

장 적절한 것은 ② ‘나도 알아,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다음에 하자.’이다.

5⑤

① 고마워.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관계 파악

③ 맞아. 그건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 하나야.
④ 당연하지. 그 주인공의 연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소재 집 설계

⑤ 너무 별로였어. 저 영화를 보는 건 정말 시간과 돈 낭비였어.

해석

어휘

여 안녕하세요, Jones 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세요.

•awesome 멋진, 근사한 •No wonder 당연하다

여 오, 마음에 들어요. 저는 특히 모든 방향에 있는 큰 창문이 좋아요.

3 ③

목적 파악

남 마음에 들어 해서 다행이에요. 이 집은 가능한 많은 햇빛을 받도록 설계
되어 있어요.

소재 손 소독제 요청

여 좋습니다. 우리 애들은 자연광을 좋아할 거예요.

해석

남 욕실에 욕조 대신 샤워 부스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tlanta 초등학교 교사 Sarah Taylor입니다.

여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우린 더 이상 욕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집

우리는 독감의 계절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몇몇 아

에 다락방을 포함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이들은 이미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

남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거실 위쪽으로 다락방을 만들겠습니다.

에게 꾸준히 손을 씻고, 손 소독제와 같은 적절한 위생 제품을 사용하도

여 멋져요. 우리 애들이 거기서 노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록 일러 주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소독제가

남 알겠습니다. 포함시킬 다른 것이 또 있나요?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소독제를 한 통씩 가지고 오는 것으로

여 음…. 아니요, 충분해요.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은 금년 말

남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까지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제공해 주실

해설

모든 도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자는 집 설계를 부탁한 의뢰인이고, 남자는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⑤ ‘의뢰인–건축 설계사’이다.

해설
학급에 필요한 물품인 손 소독제를 학생 편에 보내 달라는 내용이므로 여자
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학급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올

어휘
•direction 방향 •bathtub 욕조 •attic 다락방

것을 부탁하려고’이다.

6④

어휘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infection 전염, 감염 •hygiene 위생
•regrettably 유감스럽게 •appreciative 고마워하는 •in advance 미리
•sanitizer 소독제

4 ⑤
소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의 이점
해석
여 Liam, 엄마 쇼핑몰에 갈 거야. 너 필요한 거 있니?

그림 정보 파악

소재 공원 풍경
해석
여 저기, Brian. 너는 무엇을 그리고 있니?

의견 추론

남 안녕, Jean. 나는 공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그리는 중이야. 너도 알다
시피, 이건 미술 수업 숙제야.
여 흥미로워 보여. 가운데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는 줄넘기를 하고 있네.
남 맞아. 그는 지금 운동 중이야. 왼쪽 맨 위에, 여자아이는 그네를 타는 중
이야. 그녀는 행복해 보여.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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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러네. 그리고 시계탑 아래에서 한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 더

남 아니라고 말해야겠네.
여 그러면 그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운 날이지, 그렇지?
남 물론, 그래.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가 그의 개를 뒤쫓고 있어. 그는 개

남 그게, 에어컨이 너무 추웠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추위로 고생했어.
여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그들에게 온도를 좀 올려 달라고 안 했니?

를 잡으려고 노력 중이야.
여 어쨌든 그들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왼쪽 맨 아래에는 공놀
이를 하는 남자아이 둘이 있네. 그들이 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지 않

남 그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
여 Aiden, 너는 좀 쉬어야겠다.

게 하길 바라.
남 그래, 그들은 안 그럴 거야.

해설

여 너는 그림을 거의 완성했구나. 잘했어, Brian.

남자가 아내와 같이 간 화장품 가게의 에어컨이 너무 추웠고 거기서 오랫동

남 고마워, Jean. 이제 공원에서 그들과 함께 놀자.

안 추위로 고생해서 머리가 아픈 상황이므로, 남자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③

해설

‘추운 곳에 오래 있어서’이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가 개를 뒤쫓으며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그림에서는 개가 사람을 뒤따라가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headache 두통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cosmetics 화장품
•turn up (소리·온도 등을) 올리다〔높이다〕

어휘

9②

•assignment 숙제 •chase after ~을 뒤쫓다

7 ④

할 일 파악

수치 정보 파악

소재 이사 세일
해석

소재 차로 태우러 가기

[전화벨이 울린다.]

해석

남 여보세요?

여 M
 ichael, 너 무슨 일 있니? 1교시에 거의 늦게 도착할 뻔했어.

여 여보세요. 온라인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이사 세일 중이신가요?

남 나도 알아. 나는 이른 아침 수업이 싫어.

남 네, 할인된 가격에 많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내일 1교시에 시험을 볼 텐데.

여 냉장고를 150달러에 파신다고 적혀 있던데, 맞나요?

남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야. 난 시험에 늦고 싶지 않아.

남 네. 제가 그것을 300달러를 주었지만, 저는 단 150달러를 원합니다.

여 아마도 넌 여분의 자명종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너는 아침 일찍 일어

여 좋아요, 데스크톱 컴퓨터도 팔고 있나요?
남 운이 좋으시네요. 지금 막 컴퓨터에 대한 광고를 냈어요. 200달러이고

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니?
남 때때로, 하지만 내 진짜 문제는 학교에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여 너는 보통 버스를 타고 여기에 오니?

그건 거의 새 것입니다.
여 좋네요. 저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둘 다 사면 좀 싸게 해 줄 수

남 응. 나는 매일 세 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해.

있으세요?

여 와.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음, 내가 내일 아침 너를 데리러 너

남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은 이미 할인된 것입니다. 제
컴퓨터는 사실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희 집에 들를까?
남 오, 정말? 네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니?

여 알겠습니다. 저에게 그것들을 배달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학 근처에 살

여 문제없어. 우리 집은 너희 집에서 멀지 않아. 그리고 나는 매일 내 차를
몰고 학교에 와.

아요.
남 그러고 싶지만, 저는 차가 없습니다. 이미 차를 팔았습니다. 당신이 가지

남 너 진짜 친절하구나. 고마워, Jessica.

러 오시면, 제가 20달러를 할인해 드릴게요.
여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본 주소로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해설
여자는 남자가 내일 1교시에 있을 시험에 늦지 않도록 차로 태우러 가기로
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차로 태우러 가

남 좋습니다. 잘 사신 겁니다.
해설
냉장고가 150달러, 컴퓨터가 200달러이고, 직접 가지러 오면 20달러를 깎

기’이다.

아 준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330달러’이다.

어휘
•have difficulty -ing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drop by (~에) 들르다

어휘
•moving sale 이사 세일 •place an ad 광고를 내다 •brand-new 아주 새

8 ③

이유 파악

소재 두통의 원인
해석
여 Aiden, 무슨 일이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남 맞아. 사실 나 두통이 있어.

로운, 신상품의

10 ③

언급 유무

소재 드라마 소개하기
해석

여 오, 안됐구나.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니? 아니면 감기라도 걸렸어?

남 안녕, Kelly. 뭐 하고 있니?

남 아니, 그런 게 아냐. 오늘 오전에 나는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갔었어.

여 인터넷에서 ‘Secret of Voice’에 관한 평을 읽고 있어.

여 알겠다. 아마도 너는 하루 종일 운전을 많이 했구나.

남 ‘Secret of Voice’라고? 일종의 소설 같은 거니?

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 나는 화장품을 파는 가게 중 한 곳에 들어갔

여 농담하니? 그것은 연속극이야. 요즈음 십 대들 사이에 아주 인기있어.

었어.
여 불쌍한 Aiden. 너는 화장품 냄새 때문에 아픈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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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 누군가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
여 G
 eorge와 Jessica 같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줄

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그것에 열광적이야.

해설

남 재미있을 거 같아. 오늘 밤에 그것이 방영되니?

여자는 오픈형 타입과 흰색을 제외하고 가격은 60달러가 넘지 않으며 여분의 이

여 응, 약 30분 후, 오후 10시경에 시작할 거야. Melissa가 작곡한 음악과

어 캡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선택한 이어폰은 ②이다.

함께 드라마가 시작해. 네가 좋아할 거야.

어휘

남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afford ~할 여유가 있다, ~할 수 있다 •range 범위

여 확실하지 않아. 지난번에 주인공이 보물의 행방을 알아냈어.
남 음, 나도 그것을 봐야겠다.

13 ⑤ 

해설
드라마의 줄거리, 출연 배우, 방영 시간, 배경 음악에 관해 언급되었지만, ③
‘방송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파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해석

어휘
•soap opera 연속극, (멜로) 드라마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not

to speak of ~은 말할 것도 없이 •whereabouts 행방, 장소

여 안녕, Andrew! 너 오늘 밤 신입생 환영 파티가 열리는 걸 알았니?
남 안녕, Karen. 그것에 대해 알고 있어.
여 넌 거기에 갈 거니?
남 음…. 사실은 잘 모르겠어. 저 사람들 모두… 나는 아무도 모를 거야.

11 ② 

내용 불일치

여 하지만 그게 흥미로운 점이지. 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 않니?
남 그러고 싶지만, 파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소재 국제 자선 마라톤

여 무슨 뜻이니, Andrew?
남 파티에서 나는 이야기 나눌 만한 편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전혀 없어.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 자선 마라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마라
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연례 모금 행사이며, 경주가 1991년에 시작된
이래로 주자들은 대의를 위해 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 행
사는 여유로운 달리기이며 12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
지만 15세 미만의 참가자는 반드시 18세 이상 성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파티를 즐기지 않아.
여 정말? 너는 선택의 폭이 넓잖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남 하지만 사람들을 알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지 않니? 너무 시끄러울 거야.
여 그러면,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니?

오전 10 시에 시작해서 오후 4 시에 끝나며 참가자들은 희망에 따라

남 나는 파티보다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선호해.

10km, 20km 그리고 풀코스와 같은 다른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온라인

해설

으로 미리 등록하거나 달리기 시작 전에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묻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달리기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나는 파티보다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사람

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어떠세요?

들을 만나는 것을 선호해.’이다.
① 물론이지, 나는 어디서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해설

15세 미만의 참가자가 반드시 18세 이상의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고 했으므
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 ‘18세 미만의 참가자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이다.

③ 사실, 나는 우리 아빠 차를 몰고 오늘 밤 파티에 갈 거야.
④ 파티에서 나는 어울릴 수 있는 많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어.
어휘

어휘
•charity 자선 •annual 연례의, 해마다의 •fundraising 모금 •leisurely
여유 있는, 느긋한 •in advance 미리

12 ② 

②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정말로 파티광이잖아.

•freshman 신입생 •possibility 가능성 •hang around with ~와 어울리
다, ~와 시간을 보내다 •mingle with ~와 어울리다 •natural 자연스러운
•setting 환경

도표 정보 파악

소재 이어폰 구입
해석

14 ①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연설 대회 결과

남 안녕, Emily. 휴대 전화로 무엇을 보고 있니?

해석

여 오, Jeff. 너 마침 잘 왔어. 나는 이어폰을 찾아보고 있어.

남 안녕하세요, Parker 선생님. 잠시 시간 좀 있으세요?

남 좋아. 도와줄게. 어떤 종류의 이어폰을 생각하고 있니?

여 오, 안녕, Logan. 어서 들어와.

여 상관없지만, 오픈형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엔 다른 종류를 원해.

남 어제 열린 ‘청소년 연설 대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남 좋아.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분홍색이지, 그렇지 않니?

여 대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 대

여 맞아, 하지만 흰색을 제외한 어떤 색이든 괜찮아. 내 생각에 흰색은 쉽게
더러워지는 것 같아.

회는 어땠니?
남 처음에는 다른 학교에서 온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어요.

남 알겠어. 네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얼마니?

여 그래, 많은 학생들이 연설 대회에 참가했다고 들었어.

여 6
 0달러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남 하지만 저는 잘할 수 있었고, 1등 상을 받았어요.

남 그렇다면, 너는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것 같아. 오, 이 제품은 여분의 이어

여 오, 정말? 축하해. 네가 자랑스럽구나.

캡을 제공하네.
여 그거 좋다.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잃어버리잖아. 좋아, 이걸로 선택하자.
고마워, Jeff.
남 천만에.

남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확신해요.
여 우리 반에 네가 있어서 난 참 행운이야.
남 담임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격려가 되었어요.
여 천만에. 너는 대회에서 우승할 만했단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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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

선생님 덕분에 연설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고 많은 격려가 되었다는 남자

16

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천만에. 너는 대회에서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역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마늘 과다 섭취의

우승할 만했단다.’이다.

부작용’이다.

② 포기하지 마. 다음번엔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① 마늘이 유럽으로 이동한 방법

③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② 음식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

④ 걱정하지 마. 대회에서 진 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③ 음식 요리법에서 마늘의 다양한 용도

⑤ 말해 줘. 나는 연설 대회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어.

⑤ 매일 마늘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건강상의 이점

17

어휘
•deserve ~할 만하다, ~할 자격이 있다 •contestant 경쟁자, 참가자

마늘을 먹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속쓰
림은 언급되었지만, ⑤ ‘고혈압’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thy 그대의 (your의 고어) •ingredient 재료 •adverse 역〔반대〕의, 부정적인

15 ①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extract 추출물 •nausea 메스꺼움, 구역질 •vomiting 구토 •observational
관찰의 •ingest 섭취하다 •trigger 유발하다 •diarrhea 설사 •medicinal 약

소재 보드게임 같이 하기

의, 약효가 있는 •property 속성, 특성 •pros and cons 장단점

해석
남 점심시간에 Scott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Tiffany와 보드게임인 젠가
를 합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오늘 그 게임을 학교에 가져왔
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하는 데 집중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
습니다. 비록 Scott은 젠가 게임을 하는 게 처음이지만 게임은 박빙의

11 회

실전 모의고사

pp. 64~65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 그의 다른 친구인 Henry가 그들에게 다

1④

2⑤

3①

4③

5②

6④

가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Scott은 그가

7④

8④

9③

10 ①

11 ④

12 ②

함께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게임으로 더 많은

13 ③

14 ①

15 ④

16 ⑤

17 ⑤

사람들과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cott은 Henry에
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Scott

네가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해도 괜찮아.

해설

1 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디저트 권하기

보드게임을 하고 있던 Scott이 구경하고 있는 Henry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하
는 상황이므로 Scott이 Henr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네가 원한
다면 우리와 함께 해도 괜찮아.’이다.

해석
남 음식이 맛있었어요. Taylor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 그것을 좋아해서 저도 기쁘네요. 후식을 좀 드실래요?

② 나는 네가 오늘 게임을 가져와서 기뻐.

남 저는 사실 꽤 배가 부르지만, 왜 마다하겠어요?

③ 나는 보드게임을 하는 방법을 몰라.

여 이 호두 파이 한 조각 드셔 보세요. 여기 있어요.

④ 괜찮으면, 내가 게임에 참여해도 될까?
⑤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

해설
배가 부르지만 후식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어휘
•be absorbed in ~에 집중하다 •neck and neck 박빙의 •approach 다
가가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이 호두 파이 한 조각 드셔 보세요. 여기 있어요.’이다.
① 저도 배가 불러요. 건강을 위해서 후식을 건너뛰는 게 어때요?
② 감사해요. 당신이 저를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③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종류의 후식이 있나요?

[ 16~17 ] 16 ④ 17 ⑤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마늘 과다 섭취의 역효과
해석

⑤ 그 말을 들으니 기뻐요. 이제 주 요리를 제공해 드릴게요.
어휘
•Would you care for ~? ~하시겠어요? •skip 건너뛰다 •appreciate 고
맙게 여기다 •walnut 호두

여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는 ‘너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너의 약은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늘은
건강에 대한 이점으로 유명하며 주방에서 사용되는 가장 흔한 재료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마늘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의 몇 가지 역효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고에 따르
면, 빈속에 생마늘 혹은 마늘 추출물을 먹는 것은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찰 연구에서는 입을 통해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속쓰림, 즉 위나 가슴에 불쾌한 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 보여 줍니다. 다른 보고에서는 마늘이 가스 형성 음식이고 그렇기 때
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제로 마늘은 그것의 약
성분 때문에 많은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40

2 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물건 반품
해석
여 안녕하세요. 가능하다면 이것을 반품하고 싶습니다.
남 안녕하세요, 손님. 이 물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 사실 그것에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저에게 비슷한 것을 이미
사 주었어요.
남 알겠습니다, 손님. 영수증과 사용하신 신용 카드를 보여 주세요.

마늘 애호가라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해설

것처럼 마늘 또한 그렇습니다.

비슷한 물건을 이미 구입해서 반품하고 싶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알겠습니다, 손님. 영수증과 사용하신 신용 카드
를 보여 주세요.’이다.

어휘

① 물론이죠. 이것을 구입하시면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상하군요. 제 아내는 당신이 반품하고자 하는 물건을 좋아하는데요.
③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물건의 문제를 알려 주세요.
④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휘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난처한 •on purpose 일부러 •confess 고백
하다 •policy 방책, 정책, 방침

5②

관계 파악

소재 도서 편집

•return 반품하다, 돌려주다 •fix 해결하다 •receipt 영수증

3 ①

기억나지 않을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이다.

해석
목적 파악

남 안녕하세요, Jones 씨.
여 안녕하세요, Mason 씨. Anderson 씨를 뵐 수 있을까요?

소재 현장 학습 참여 격려

남 죄송합니다. 그는 회의 중이에요.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나요?

해석

여 음…. 제가 ‘Bright Sunshin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 미국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생각

남 네, 알고 있습니다. Anderson 씨와 제가 당신의 작품을 편집했습니다.

한 바가없다면, 이번 현장 학습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소중한 기회를 여
러분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와 함께 Rushmore산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바위에서 Theodore Roosevelt의 얼굴을 보게 될

그 과정 동안, 저는 당신의 글에 감명 받았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제 책에서 몇 가지 편집상의 오류
를 발견했습니다.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 정말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역사적인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교실에서 읽은 것을 경험할 기

여 제가 표시한 페이지에 몇 개의 오타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그들이

남 이런.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그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회의가 끝나

읽은 것과 경험한 것을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자마자 제가 Anderson 씨와 이 문제를 의논하겠습니다.

가 이번 현장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지해 드린 것처럼

여 저는 제 독자들이 오류 없이 책을 즐기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 물론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Roosevelt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동기

여 감사합니다.

를 부여하는 이 진정한 교실 밖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설

해설

여자는 ‘Bright Sunshine’이라는 책을 썼고, 그녀가 쓴 책을 남자가 편집했다

남자는 교실 밖 진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 학습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고 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편집자–저자’이다.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장 학습에 참여
할 것을 권장하려고’이다.

어휘
•edit 편집하다 •editorial 편집의, 편집과 관련된 •typo 오타

어휘
•precious 소중한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histroical 역사적인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relate A to B A와 B를 연관시키다

6 ④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쉬는 시간의 교실 모습

4 ③

의견 추론

소재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해석
남 S
 arah야, 이 사진 흥미로워 보이네.
여 네, 아빠. 제가 쉬는 시간에 그냥 재미로 이 사진을 찍었어요.

해석

남 이 사진에 있는 네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니?

남 J
 ina, 어제 나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어.

여 물론이죠,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아이는 Julia예요. 그녀의 별명은 거울

여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 내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밝은 미소로 나에게 인사를 하
더라고.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
여 오, 그때 무엇을 했니?
남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를 불러주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어. 그녀의 얼굴
이 나에게 낯익기는 했지만, 이름이 내 혀끝에서만 맴돌더라고.
여 안됐네.
남 나는 가능하면 메모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
여 네 기분이 어떨지 이해해. 나도 그 일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공주예요.
남 재미있구나. 그녀 옆에 책상에 앉아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네.
여 네. 그녀는 Julia의 가장 친한 친구인 Pamela예요. 그녀는 매우 유머가
넘쳐요.
남 오, 칠판을 지우고 있는 이 남자아이는 누구니?
여 그는 우리 반 반장인 Thomas예요. 그는 모범생이고 모두가 그를 좋아
해요.
남 오,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는 내가 알아. 그녀는 휴대 전화로 통화하
고 있네. 그녀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 Lisa야, 그렇지 않니?

남 그럼 너라면 어떻게 했니? 일부러 그녀를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니?

여 맞아요, 아빠. 저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여 물론 아니지. 나는 오히려 그 학생에게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고백했어.

남 음… 그녀 뒤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구나. 그는 누구니?

남 오, 정말? 그게 그녀에게 괜찮았니?

여 그는 Russell이에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먹는 것을 좋아해요.

여 물론이지. 정직이 최선의 방책임을 기억해야 해.

남 너희 모두가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구나.

해설

해설

여자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있으

이 낫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이름이

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정답과 해설

41

해석

어휘
•introduce 소개하다 •blackboard 칠판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

여 안녕하세요.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저는 제 딸을 위한 파자마 세트를 찾고 있어요.

내다, ~와 어울리다

여 이건 어떠신가요?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7 ④

할 일 파악

남 오, 스누피가 있는 파자마가 정말 귀엽네요. 얼마인가요?
여 원래는 40달러였지만, 지금 할인 중입니다. 그것을 30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 은퇴 파티 준비

남 괜찮네요. 그 옷에 어울리는 다른 게 있나요?
해석
남 D
 iana, Jackson 씨의 은퇴 파티에 관한 내 메시지 받았어요?

여 비슷한 디자인으로 된 베개나 헤어밴드는 어떠세요?
남 좋죠. 그것들은 얼마인가요?

여 네, 방금 읽었어요.

여 베개는 25달러이고 헤어밴드는 15달러입니다.

남 시간과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남 우리는 이미 비슷한 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만약 그녀가 그것을 착용

여 그것들은 거의 완벽해요. 우리 동료들 모두 그것을 좋아할 거예요.
남 그 식당이 파티를 열기에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요?

하면 세수하는 데에 편리하겠네요. 그것을 구매할게요.
여 알겠습니다. 금방 두 제품을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제공되는 음식이 정말
해설

맛있어요.

남자는 파자마 세트를 할인된 가격인 30달러에, 그리고 헤어밴드를 15달러

남 가격은 걱정하지 마요. Diana, 나 좀 도와줄래요?
여 물론이죠. 그게 뭔데요?

에 구입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45달러’이다.

남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빼고는 다 준비했어요.

어휘

여 아, 제가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기를 바라나요?

•match 어울리다 •pillow 베개 •convenient 편리한

남 음…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
은 어떨까요?

10 ①

여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언급 유무

소재 Auburn 공립 도서관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보다 초대장을 보내는 게 어떨지 물었

해석

고 여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초

여 A
 uburn 공립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와 드릴까요?

대장 보내기’이다.

남 안녕하세요. 이 책들을 대출하고 싶은데요.
여 죄송하지만 한 번에 5권까지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도서는

어휘

대출이 안 됩니다.

•retirement 은퇴 •bulletin board 게시판

8 ④

남 오,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책 5권을 빌리고 싶어요.
이유 파악

여 좋습니다.
남 제가 그것들을 얼마 동안 대출할 수 있나요?
여 2
 주 동안입니다. 연체료는 하루에 25센트입니다. 도서관 카드를 보여 주

소재 이사를 고려하는 이유

시겠어요?

해석

남 도서관 카드요? 그게 뭔데요?

여 H
 enry, 너의 새 집은 어떠니?
남 음…. 나쁘지 않아. 너도 알다시피, 나의 새로운 집은 학교와 가깝잖아.
여 맞아. 아주 가깝지. 게다가, 나는 넓은 주차장이 마음에 들더라.
남 정말로 주차장은 아주 커.

여 아, 이곳에 처음 오셨나요?
남 네, 지난주에 이곳으로 이사왔거든요.
여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안내 데스
크에서 지금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여 근데, 네 이웃들과는 잘 지내니?
남 이웃들 대부분은 친절하시고 우리는 종종 커피를 마시러 서로를 방문해.

남 알겠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 오, 정말? 너는 멋진 이웃들을 가졌구나.

해설

남 그렇진 않아. 사실, 나는 한 명의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는 드럼 연

도서 대출 권수, 대출 기간, 연체료, 도서관 카드 발급처는 언급되었지만, ①
‘휴무일’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주를 배우고 있어.
여 오, 틀림없이 매우 시끄러울 텐데.
남 물론이야. 그는 정말 시끄럽고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해! 나는 심지어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갈까 고려 중이야.

어휘
•check out (책을) 대출하다 •reference book 참고 도서 •overdue fine
연체료 •issue 발급하다, 발행하다

여 오, 이런.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11 ④

해설

내용 불일치

남자는 이웃 중 한 명이 드럼 연습으로 시끄럽게 해서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말
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이사를 고려하는 이유는 ④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이다.

소재 DS 모의 UN 총회

어휘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DS 모의 UN 총회에 대하여 알려 드

•spacious 넓은, 널찍한 •get along with ~와 잘 지내다

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대회는 미래의 외교관을 위한 훌륭한 경험이 될

9 ③
소재 파자마와 헤어밴드 구입하기

42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수치 정보 파악

것이며 9월 마지막 금요일에 강당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이며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프랑스어권 나라를 대표할 참가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가자

들은 9월 15일보다 더 늦지 않게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

해설

며, 9월 20일에는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모의 UN 총회는 작년

데이트 상대와 식사를 할 괜찮은 식당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여자의

에 그랬던 것처럼 동창회의 후원을 받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저희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고마워. 내가 거기에 전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서 예약을 해야겠다.’이다.
① 좋은 생각이다.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야.

해설
참가자 면접은 9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 ④ ‘9월 15일에 참가자 면접이 진행된다.’이다.

② 당연하지. 그녀는 내가 꿈에 그리던 소녀야.
④ 아냐, 괜찮아. 나는 이미 그녀의 휴대 전화 번호를 알고 있어.
⑤ 좋아. 그녀가 나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해.

어휘
•diplomat 외교관 •auditorium 강당 •contestant 참가자 •apply for
~을 신청하다 •represent 대표하다 •sponsor 후원하다 •alumnus 동창
생 (pl. alumni)

어휘
•expect 기대하다, 기다리다 •avenue (도시의) -가, 거리

14 ①

12 ②

도표 정보 파악

소재 아파트 임대하기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약속 피하기
해석
여 안녕, David. 여기서 널 만나다니!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오, Grace. 안녕.

남 안녕하세요. Paul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지금 막 너에게 전화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서 만나게 되어 좋다.

여 안녕하세요. 신문에 광고하신 아파트에 관해 전화 드리는 겁니다.

남 무슨 일인데?

남 네, 어떤 종류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 요즘 바쁘니? 어떻게 지내?

여 침실이 하나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남 약간 바쁘지만, 특별한 건 없어.

남 알겠습니다. 고려하고 계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 오늘 저녁에 집에 있을 거니, David?

여 매달 600달러까지는 낼 여유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것이 있나요?

남 음, 늦게까지 일할 거야. 9시까지는 집에 있을 것 같지 않아.

남 물론이죠. 무료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어떠세요?

여 오, 그렇구나. 내일은 어때? 점심 때 시간 되니?

여 아, 저는 차가 없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가

남 아니, Grace. 안타깝게도 점심시간에 고객을 만나고 있을 거야.
여 그러면 이번 주말은 어때?

있을까요?
남 네, 당신에게 적합한 아파트가 하나 있네요.

남 주말 내내 집에 머물면서 밀린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여 좋습니다. 제 이름은 Julia Anderson입니다. 제가 내일 그 아파트를 볼

여 네가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유감이야.

수 있을까요?

해설

남 물론입니다. 그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의 만나자는 제안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자의

해설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네가 나를 피하려고

침실이 하나보다 많아야 하고, 월세는 600달러 이하이며, 주차장은 필요 없

하는 것 같아 유감이야.’이다.

고,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를 여자는 구경하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구

② 유감스럽지만 내일 저녁에 바빠.

경할 아파트는 ②이다.

③ 나와 시간을 함께 해 주어서 고마워.
④ 그러면, 이번 주말에 함께 만나자.

어휘
•real estate agency 부동산 (중개업소) •range 범위 •available 이용 가

⑤ 점심 식사를 위해 너의 고객과 만나는 게 어때?
어휘

능한 •suitable 적합한

•Fancy meeting you here! 여기서 널 만나다니! •client 고객 •catch up

13 ③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식당 예약하기
해석
여 A
 dam,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무슨 일 있니?

on 밀린 것을 하다

15 ④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아버지에게 자신의 희망 전공 말하기

남 L
 ynn이 마침내 나와 데이트하기로 응했어.

해석

여 잘됐네, Adam. 넌 정말 그녀를 만나는 것이 기대되겠구나.

남 L
 inda는 언어, 특히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녀는 중국

남 맞아. 그녀를 만나는 걸 고대하고 있어.

에 관한 책을 즐겨 읽으며 혼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

여 데이트 때 무엇을 할 거니?

지어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등상을 받기도 했고 지금은 다른 대회를

남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영화 보러 갔다가 그 후에 식사하러 갈 예정이야.

준비 중입니다. 그녀의 담임 교사인 Williams 선생님은 언어에 대한 그

여 좋은 생각이야. 어느 식당을 생각하고 있니?

녀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에게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할 것을

남 그게 바로 문제야. 어디서 식사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어.

조언하십니다. Linda 또한 중국어를 더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그녀의 아

여 5
 번가에 있는 Heather Kitchen에 가 본 적이 있니?

버지는 그녀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남 아직 안 가 봤는데. 데이트 상대와 식사하기에 괜찮은 장소니?

녀가 Williams 선생님에게 조언을 요청하자,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에

여 그래. Lynn이 그 장소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원하면 내가 그곳의 전

대해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

화번호를 알려 줄게.
남 고마워. 내가 거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겠다.

는 선생님의 말에 격려를 받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 Linda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답과 해설

43

Linda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전공하길 원해요.
해설
아버지에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상황이

1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방 꾸미기

므로, Linda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저는 외국어를 배우

해석

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전공하길 원해요.’이다.

남 온통 페인트로 덮였네! 뭐 하고 있었니?

① 충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저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 내 방을 꾸미고 있었어.

②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1등을 할 거예요.

남 벌써 끝냈니?

③ 맞아요. 제가 언어에 소질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여 음, 문에 페인트칠하는 것은 마쳤지만 벽지를 발라야 해.

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설
방을 꾸미고 있다는 여자에게 남자가 벌써 끝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에

어휘
•on one’s own 혼자서, 혼자 힘으로 •major in ~을 전공하다 •candidly
솔직히, 숨김없이 •count on ~을 믿다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음, 문에 페인트칠하는 것은 마
쳤지만 벽지를 발라야 해.’이다.
① 와, 너는 손재주가 아주 좋구나.

[ 16~17 ] 16 ⑤ 17 ⑤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② 너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③ 나는 여가 시간에 대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너는 어떠니?

소재 기억력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

④ 좋아. 나는 네 집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Eva

Taylor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십 대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에 대한 음악의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어휘
•decorate 장식하다 •hang the wallpaper 벽지를 바르다

2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검사 점수에서의 실질적인 향상
이 개별적이며 정확하게 예측될 수는 없지만 고전 음악이 기억과 집중에

소재 노란색 셔츠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피아노

해석

나 기타와 같은 악기를 규칙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뇌의 형태와 힘을 변

여 와, 그거 멋진 셔츠네, Carlos!

화시켜서 인지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합

남 아, 고마워, Daisy. 정말 마음에 드니?

니다. 또한 플루트 연주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듣는 능력을 향상시킵니

여 그래, 아주 좋아. 노란색을 입으니 네가 멋져 보여.

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동시에 다수의 것에 매우

남 고마워. 그것은 정말 편하기도 해.

주의 깊게 듣도록 해 주어서 결국에는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색소
폰을 연주하는 것은 폐활량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좀 더 강력한 기억력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들 중에 하나를 연주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해설
노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에게 여자가 멋져 보인다고 칭찬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고마워. 그것은 정말 편하기
도 해.’이다.
①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지야.

해설

② 그 셔츠를 어디서 구했니?

16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악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악의
유익한 영향’이다.

③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있어.
⑤ 네가 노란색 셔츠를 입으니 정말 멋지구나!
어휘

①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wonderful 멋진 •comfortable (옷 등이) 편한

② 십 대들 사이에 인기 있는 음악의 유형

3②

③ 아이들에게 적절한 악기를 고르는 것에 대한 조언
④ 고전 음악과 건강 사이의 관계

17

목적 파악

피아노, 기타, 플루트, 색소폰은 언급되었지만, ⑤ ‘트럼펫’은 언급되지
않았다.

소재 아파트 공사 공지

어휘

여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저는 Bonhomme Lakes 아파트의 관리자

해석

•in charge of ~을 담당하고 있는 •definite 분명한 •individual 개별적인

Joan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희는 Bonhomme Lakes 아파트를 보

•accurately 정확하게 •therapy 치료법 •cognitive 인지적인, 인식의

수하려고 합니다. 보수는 모두 외부 보수입니다. 저희는 모든 보수가 시

•multiple 다수의, 다양한 •concentration 집중력 •lung capacity 폐활량

기적절하게 끝마쳐지도록 일을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직원과 건물

•element 요소 •manipulate 조작하다 •robust 강력한, 튼튼한

도처에서 증가하는 소음으로 앞으로 몇 주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희가 모든 일이 안전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끝마쳐지
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 동안 인내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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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실전 모의고사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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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⑤

17 ③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드립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540) 286-

8987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는 Bonhomme Lakes 아파트의 보수 공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따
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아파트 단지의 보수
계획을 알리려고’이다.

어휘

해설

•resident 주민, 거주자 •renovate 보수하다, 수리하다 •exterior 외부의,

여자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남자는 상담실에

옥외의 •complete 끝마치다 •in a timely fashion 시기적절하게

오는 많은 학생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고 있

•inconvenience 불편함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staff 직원

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상담 교사–학생’이다.

•property 건물, 건물 구내 •patience 인내심 •ensure 확실하게 하다

어휘
•physics 물리학 •more haste, less speed 급할수록 돌아가라 •go for

4④

의견 추론

a walk 산책하러 가다 •consultation room 상담실 •academic 학업의

6 ④

소재 성인병 예방 방법
해석

그림 정보 파악

소재 학교 문화의 날

남 안녕, Claire. 네 건강 검진은 어땠니? 모든 게 괜찮니?
여 그렇게 좋진 않아. 의사는 내가 고혈압이 있고, 그것이 다른 성인병을 일

해석
남 A
 lice, 학교 문화의 날 포스터를 확인해 주겠니?

으킬 수 있다고 말했어.
남 오, 이런. 너는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뭘 해야 하니?

여 물론이지, 내가 볼게. 포스터 위쪽에 리본으로 만든 큰 제목이 보기 좋구나.

여 의사는 내게 체중을 좀 줄이라고 충고했어.

남 고마워. 왼쪽에 있는 날짜와 장소는 어떠니? 네가 조언해 준 대로 우리는

남 그러면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해.

그것들을 다른 사진들 위 왼쪽에 넣었어.

여 그래, 하지만 나는 이미 적어도 1주일에 세 번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어.
남 그럼, 식사를 더 건강식으로 바꾸는 게 어때?

여 그것은 매우 깔끔하고 또렷해 보여. 나는 문화 활동을 나타내는 단순한
그림들도 마음에 들어.

여 나도 그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남 그래, 오른쪽에 있는 음표는 합창단을 나타내고, 연필은 소설 쓰기를 상

남 운동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
다고 들었어.

징해.
여 이건 뭐니? 아래쪽에 있는 이건 팔레트니?

여 네게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과자를 먹는 습관을 버리고 건강에 좋은 음
식을 먹을 거야.

남 응, 그건 미술반을 나타내.
여 좋은데. 나는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고 생각해. 마음에 들어.

남 행운을 빌게.

남 그런 말을 들으니 기뻐. 다른 학생들도 그것을 좋아하길 바라.

해설

해설

건강 검진 후 의사에게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이 있으니 체중

대화에서는 포스터의 오른쪽에 합창단을 나타내는 음표와 소설 쓰기를 상징

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여자에게 남자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하는 연필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연필 대신 책이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

를 하라는 말을 하고 여자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의견으로

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성인병 예방을 위해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가 필
요하다.’이다.

어휘
•confirm 확인하다 •neat 깔끔한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musical note 음표 •choir 합창단 •symbolize 상징하다 •eye-catching

어휘
•checkup 건강 검진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cause 일으키다

(단번에) 눈길을 끄는

•lose weight 살을 빼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gym 체육관 •balanced
균형 잡힌 •absolutely 전적으로 •kick the habit 나쁜 습관을 버리다

5 ①

7 ⑤

할 일 파악

소재 칠순 잔치 준비
관계 파악

소재 상담 교사와의 상담
해석
남 안녕, Sabrina. 네 문제가 뭐니?
여 아, 음, 저는 제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Lovelace 선생님.
머리가 많이 아파요.
남 언제 이런 두통을 겪는지 말해 주겠니?
여 모든 사소한 문제가 제게 두통거리예요. 끔찍해요.
남 음, Sabrina, 어떤 스포츠나 운동을 하니?
여 아, 그렇진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물리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걸 너도 알잖니. 너는 정말로 시간을 내야 해, 적어
도 산책할 시간은.
여 알지만, 저는 정말이지 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 상담실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여 그들도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나요?
남 그래. 거의 모든 학생이 그것에 시달리지. 하지만 너는 휴식을 취하는 것
을 배울 필요가 있어. 그리고 행복한 일들을 생각해 봐.

해석
여 여보, 우리 엄마 생신이 이번 토요일인 거 기억해요?
남 물론이죠, 당신이 내게 어머님의 70번째 생신을 축하할 좋은 장소를 찾
아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 그래서, 장소를 결정했어요?
남 그래요, Charlie네 식당에 전화해서 큰 가족실을 예약했어요.
여 좋아요. 엄마가 그 식당을 좋아해요. 고마워요, 여보. 근데 가족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나요?
남 그래요, 이미 모두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당신은 특별 생일 케이크를 주
문했어요?
여 네, Susie네 빵집에 예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이번 토요일 아침에 배
달될 거예요.
남 아주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있나요?
여 선물을 포장하고 비디오카메라를 빌려야 해요.
남 나는 물건 포장을 잘하지 못해요. 내가 비디오카메라를 빌려오는 게 낫겠
어요.
여 좋아요. 제가 다른 것을 처리할게요.

여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해설

남 천만에. 나는 너 같은 학생들을 위해 있는 거야.

토요일에 있을 생일 파티를 위해 할 일 중에 남은 것이 선물 포장과 비디오카
정답과 해설

45

메라를 빌리는 일인데 남자는 포장을 잘하지 못하므로 비디오카메라를 빌리
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10 ③ 

‘비디오카메라 빌리기’이다.

소재 국제 재즈 축제

어휘

해석

언급 유무

•celebrate 축하하다 •invitation card 초대장 •deliver 배달하다

여 D
 erek, 이 전단에 다음 달에 재즈 축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

•awesome 기막히게 좋은, 굉장한 •wrap 포장하다 •present 선물 •be

남 어디 봐 봐. 와, 국제 재즈 축제?

good at ~을 잘하다

여 맞아. 이건 내가 고대해 오던 거야.
남 네가 얼마나 재즈를 좋아하는지 내가 알지. 언제니?

8 ②

이유 파악

여 1
 0월 두 번째 주말이야. 함께 갈 수 있니?
남 물론이지. 어디서 열리니?
여 자라섬에서. 입장료는 40,000원이야.

소재 동생 돌보기

남 음, 싸진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해석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어쩌면 우리 약간의 과자와 음료를 가져가야 할

여 C
 harles,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거야.

남 음, 좀 바빠. 왜 묻니?
여 난 토요일에 Bella와 시립 박물관에 갈 건데, 네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

남 좋아. 알겠어.
해설

는지 궁금해.
남 나도 가고 싶지만, 못 갈 거 같아.

국제 재즈 축제의 개최일, 개최 장소, 입장료, 준비물은 언급되었지만, ③ ‘참

여 왜? 엄마 대신 집안일을 처리해야 하니?

가 가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남 아니. 오전 10시에 테니스 수업이 있어.

어휘

여 그건 괜찮아. 우리는 오후에 박물관에 가도 돼.
남 음…. 그래도 안 돼. 미안해. 실은 내 어린 남동생을 돌봐야 해.

•flyer (광고) 전단 •admission 입장료 •worthwhile 가치가 있는 •beverage
음료

여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니?
남 맞아. 엄마는 할머니를 뵈러 가셔야 해.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거든.
여 그거 유감이네. Bella와 나 단둘이만 박물관에 가야겠구나.
남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11 ⑤



내용 불일치

소재 글쓰기 워크숍

해설
남자는 토요일 오전에는 테니스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어린 남동생을 돌봐야
해서 여자와 함께 박물관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토요일
오후에 박물관에 갈 수 없는 이유는 ② ‘동생을 돌봐야 해서’이다.
어휘

해석
남 ‘Plant the Seed’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과 이웃에 어떤 가능성을 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워크숍입니다. 글쓰기 연습과 녹음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참가
자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꿈을 기록할 것입니다.

•take care of ~을 처리하다 •chore 집안일, 잡일 •babysit 아이를 돌보다

모든 수준과 장르의 작가를 환영합니다.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석
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녹음한 것과 공동 참가자들의 녹음뿐만 아니

9①

수치 정보 파악

소재 디지털 사진 앨범 구입

라 스토리텔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워크숍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직접 해 보는 이 무료 워크숍은 10명의 십 대에게
열려 있습니다. 등록을 매우 권장하지만, 공간이 허락되므로 예약 없이
오는 참석자도 환영합니다.

해석
남 M
 egan, 아마존 사이트에서 뭘 보고 있니?

해설

여 유럽에서 여행하는 동안 멋진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 그래서 디지털 사진

등록을 권장하지만 예약 없이 오는 참석자도 환영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

앨범을 찾고 있어.
남 음. 화면 크기가 8인치인 이것이 멋있어 보인다.
여 나도 그게 좋아. 그런데 그건 180달러여서 내 예산 범위 밖이야.
남 그럼, 이건 어때? 같은 모델인데 150달러야.
여 잘 찾았네! 네가 내 돈을 아껴줬어!
남 아, 잠깐. 팝업 메시지가 있어. 네가 이 설문에 응하면 판매자가 가격에서

10퍼센트 할인이 되는 쿠폰을 줄 거야.
여 좋은데! 지금 당장 그걸 할게. [잠시 후] 그것을 했고 쿠폰을 다운받았어.
정말 고마워.
남 천만에. 네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 내가 기뻐.

어휘
•call forth ~을 끌어내다 •document 기록하다 •origin (사람의) 출신, 태
생 •attendee 참석자 •come away from ~에서 떠나다 •hands-on 직
접 해 보는 •registration 등록 •highly 매우 •walk-in 예약 없이 오는 사람

12 ② 

도표 정보 파악

소재 동아리 가입
해석

해설
여자는 150달러인 디지털 사진 앨범을 설문에 응하고 10퍼센트 할인 쿠폰을
받아 사게 되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135달러’이다.
어휘

남 안녕, Laura.
여 안녕, Nick. 학교생활은 어떠니?
남 좋아. 근데 학생 동아리 목록 가지고 있니?
여 응. 여기 있어. 네가 하나를 고르는 걸 도와줄게.

•budget 예산 •pop-up 팝업의(다른 문서 작업 중에도 클릭하면 바로 나타나
는) •fill out a survey 설문에 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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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예약은 필수이며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이다.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남 고마워. 음, 나는 토론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건 너무 어려워.
여 좋아. 그럼 이건 어떠니? 너는 중학교 때 연극 동아리의 회원이었잖아.

남 응. 하지만 20명 이상의 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뭔가

남 아, 이런! 너는 길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어.
여 맞아. 길을 걸으면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여 아마, 네가 맞을 거야. 그럼 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남 음, 재미있게 들리긴 하는데, 나는 목요일마다 플루트 레슨이 있어.
여 그럼, 너는 이 두 개 중에서 골라야 해.
남 나는 이걸로 선택하는 게 낫겠어. 다른 것은 내가 학교가 끝난 후에 2시
간을 기다려야 해.

해설
여자는 길에서 이어폰을 낀 채로 음악을 들으면서 휴대 전화로 기사를 읽으
며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였고, 남자는 길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말았어
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맞
아. 길을 걸으면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이다.

여 좋아. 네가 그것에 만족할 거야.

① 엄마가 나에게 새 휴대 전화를 약속하셨어.

해설

② 몇몇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교통 신호를 무시해.

남자는 토론에는 관심이 없고, 연극 동아리는 인원이 너무 많으며, 목요일에

③ 내가 안경을 썼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는 플루트 수업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가 끝난 후 2시간을 기다리지 않아

⑤ 네가 맞아. 다음번에 나는 휴대 전화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 조심할 거야.

도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가입할 동아리는 ②이다.

어휘
•plaster 깁스, 붕대 •signal 신호 •fault 잘못 •ear bud 귀 안에 넣는 이어

어휘

폰 •lessen 줄이다 •pedestrian 보행자

•debate 토론하다

13 ④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15 ③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여행 계획

소재 제2외국어 분반 수업

해석

해석

여 마침내 우리 휴가가 코앞이야.

여 S
 ally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학급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반 친구들이 사이좋게 협력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David

남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신이 나.
여 나도 매우 신나. 나는 외국에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어.

는 가족이 Sally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는 학

남 나도 그래. 나는 모든 시간을 지도를 보면서만 보내고 있어.

교에서 그녀의 학급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오늘 그녀의 학급은 외국어를

여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정했어?

배울 것입니다. 그녀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하고

남 아니, 아직. 마음에 둔 나라가 있니?

그들은 그 과목을 배우는 교실로 갑니다. David는 중국어 수업을 듣길

여 음,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디든 좋을 거야.

원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Sally는 그를

남 좋아. 그러면, 베트남은 어떠니?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ally는 David에게 뭐라고 말하겠

여 글쎄, 나는 우기 동안에 그곳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 시기에

습니까?
Sally

는 차라리 중국에 가고 싶어.
남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자.

중국어 반은 4층에 있어.

해설
전학을 와서 중국어 수업을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David 에게

해설
우기인 베트남 대신 중국에 가고 싶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Sally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중국어 반은 4층에 있어.’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자.’이다.

① 너는 왜 중국어를 전공하길 원하니?

① 응, 그래. 나는 베트남에 두 번 가봤어.

② 너는 어느 수업을 들을지 선택할 필요가 있어.

② 나는 그것이 너에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무 바빠.

④ 너는 어느 중학교를 졸업했니?

③ 실제로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행에 많은 돈이 필요해.

⑤ 나는 네가 반 친구들과 잘 지내길 정말로 원해.

⑤ 맞아. 여행은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어휘
•cooperate 협력하다 •transfer 전학하다

어휘
•refresh oneself 기분 전환을 하다 •rainy season 우기

1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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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길거리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해석
남 아, 불쌍한 Jane. 다리에 깁스를 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대중들 앞에서 재능 뽐내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일반 청중들에
게 보여 주길 원하지만, 그들은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웃음거리

여 어제 학교에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어.

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4가지 방식을 연습

남 너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니?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버스킹입니

여 아니. 나는 학교에 걸어가고 있었어.

다. 여러분의 기량이 무엇이든지 간에 — 그것이 노래 부르는 것이든, 마

남 그럼, 그게 어떻게 너를 친 거니? 오토바이 탄 사람이 교통 신호를 무시

술 공연을 하는 것이든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든 — 버스킹으로 하는

했니?
여 아니야. 유감스럽게도 내 잘못이었어.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차 소리를 듣지 못했어.
남 하지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속도를 줄여야
해. 그의 잘못이었기도 해.
여 음, 사실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기도 했어.

것보다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 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
들은 거리 공연으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댄스 수업도 대중
공연의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몇 대학들은 온갖 다양한 종류의 댄스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수
업을 엽니다. 그리고 Creative Links라는 웹사이트는 예술에 소질이 있
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사이트는 학생들이 또래들과 함께 자신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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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창의적인 일을 보여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콘서트는

해석

학교에서 매우 흔하고 대개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남 J
 ane, 네 여동생과 쇼핑하러 갔니?

또래들 공연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는 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 아니, 그녀가 여러 날 동안 아파.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까지 쇼핑 나들이

저는 여러분이 앞에서 이 조언들을 연습해서 대중 공연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를 미뤘어.
남 그럼 너는 하루 동안 틀림없이 휴식을 취했겠구나.
여 전혀 아니야. 나는 연구 논문을 써야만 했어.

해설

16

일반 관중들 앞에서 재능을 보여 주기 위해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

해설

한 것은 ⑤ ‘대중 앞에서 공연하기 위해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이다.

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전혀 아니야. 나는

① 예술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비결

연구 논문을 써야만 했어.’이다.

② 또래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① 사실, 나는 예행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③ 사람들이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 이유

② 아니, 사실은 내가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④ 댄스와 신체 건강 간의 관계

④ 응, 나는 내일 소풍을 갈 거야.

17

⑤ 응, 나는 내 여동생과 쇼핑을 갔던 것이 기뻐.

버스킹, 댄스 수업, 웹사이트, 콘서트는 언급되었지만, ③ ‘뮤지컬’은 언
급되지 않았다.

여동생이 아파 쇼핑하러 가지 못했다는 여자에게 남자는 푹 쉬었겠다고 말하

어휘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have a rehearsal 예행연습을 하다 •research

어휘
•showcase 보여 주다, 소개하다 •hesitant 망설이는 •laughing stock 웃

paper 연구 논문

음거리 •boost 높이다 •confidence 자신감 •overcome 극복하다 •ap-

3 ④

titude 소질, 적성 •peer 또래 •challenging 힘든, 도전적인

목적 파악

소재 영어 교사 추천
해석
여 저는 귀하에게 Peter Kim이 귀하의 학교에 지원한 것을 지지하며 그에
대해 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6개월은 제가 그의 성격과 능력을 언급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그와

13 회

함께한 매 순간이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Peter는 그가 학생들을 자극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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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주제에 몰입하게 할 때 자신의 교수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 태도, 그리고 행동은 매우 품위 있고 교사
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Pe-

ter Kim이 영어 교사로 귀하의 학교에 지원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
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제게 알려 주십시오.
해설

1②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여자는 자신이 6개월간 함께 근무했던 영어 교사 Peter Kim이 다른 학교에
지원한 것을 지지하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④ ‘영어 교사를 다른 학교에 추천하려고’이다.

소재 대사관 찾아가기

어휘

해석
여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국 대사관으로 제대로 가는 중인가요?
남 아니요, 당신은 이미 그것을 지나쳤어요. 그것은 당신 뒤 저쪽에 있어요.
여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흰색 건물만 보이네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남 네. 그것은 그 건물 2층에 있어요.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알려 주자 여자는 큰 흰색 건물만 보
인다고 말하면서 맞는 방향인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 그것은 그 건물 2층에 있어요.’이다.
①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③ 맞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괜찮은 한국 식당을 찾을 수 있어요.
④ 물론이죠. 그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건물인 시청이에요.
⑤ 아니요. 당신은 한국 국제 학교로 가는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어휘

•in support of ~을 지지하여 •application 지원 •relatively 상대적으로
•period 기간 •mention 언급하다 •expectation 기대 •stimulate 자극하
다 •be absorbed in ~에 몰입하다 •attitude 태도 •decent 품위 있는,
예의 바른 •further 추가의, 더 이상의

4 ⑤

의견 추론

소재 세관 신고
해석
여 여보, 우리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여행은 환상적이었어요.
남 나도 매우 행복해요. 수하물 찾는 곳에서 우리 짐을 찾아서 나가죠.
여 근데, 미국에서 산 골프채를 우리가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남 물론이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산 값비싼 물품을 신고해야 해요.
여 알아요. 하지만 그럼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embassy 대사관

남 아, 제발. 내가 비행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여 무슨 뜻인지 알지만, 내 친구 중 한 명은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

2③
소재 여동생과의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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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았다고 했어요.
남 음, 몇 년 전에 내 여동생은 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됐어요.
여 그래요? 그래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 그녀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목걸이는 세관에 압수당했고요.

남 마지막 여자아이는 어떻게 묘사해?

여 좋아요. 알겠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 그녀는 그 그룹에서 가장 키가 작아. 그녀는 손에 플라스틱 서류철을 들
고 있어.

해설
남자는 여행 중에 외국에서 구입한 값비싼 물품인 골프채를 세관에 신고해야

남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날 구했어.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외국에서

해설

산 값비싼 물건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이다.

네 번째 남자아이가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휴대 전화를 들고 있
다고 했지만 그림에서는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어휘
•make it to ~에 도착하다 •luggage (여행용) 짐〔수화물〕 •baggage claim

area 수하물 찾는 곳•declare (세관에 과세 물품을) 신고하다 •costly 값비싼
•customs office 세관 (사무소) •necklace 목걸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describe 묘사하다 •bell-bottoms 나팔바지 •refer to ~을 가리키다, 지
시하다 •spiky (머리카락이) 삐죽삐죽한

5④



관계 파악

7 ②

소재 광고 의뢰

할 일 파악

소재 독서 클럽 모임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저는 Goldskin Skin Care의 Jennifer입니다.

[휴대 전화가 울린다.]

남 오, Jennifer? ‘New Trend’라는 쇼에서 당신을 봤어요. 무엇을 도와 드

여 B
 ill, 너 어디 있니?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릴까요?

남 L
 ucy! 너무 미안한데, 나 독서 클럽 모임에 늦을 거야.

여 저는 저희 가게를 광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여 왜? 무슨 일이니?

남 어떤 매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남 그곳에 가는 길에 내 차에 문제가 생겨서 길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여 TV나 인터넷 중 광고비에 비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

여 아, 그거 안됐네.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그런 거니?

요?

남 아니, 그렇진 않아. 내 생각에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동을 걸 수 없어.

남 그게, 제 생각에는 인터넷이 TV보다 비용 대비 더 효율적이에요.

여 아, 저런. 그래서 보험 회사에는 전화했니?

여 음.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게를 광고하는 배너를

남 응, 했어. 하지만 여기에 오는 데 15분 정도 걸릴 거야.

걸어 주세요.

여 음. 그럼 오늘 모임을 취소해야 할까? 네가 오늘의 발표자잖아.

남 좋습니다. 당신 가게의 특별한 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아니. 취소하고 싶지 않아. 회원들에게 오늘의 책을 근거로 한 비디오를

여 저를 포함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명의 피부 관리 전문가가 있어
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어요.

보여 주는 게 어때? 그건 30분짜리야.
여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그것을 틀어 줄게. 천천히 와.

남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배너를 만들어 드릴게요.
해설
해설

독서 클럽 모임에 늦는 남자를 위해 여자는 회원들에게 비디오를 틀어 주고

여자는 자신의 피부 관리실을 광고하려고 남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 따

있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비디오 틀어 주기’

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광고업자–피부 관리사’이다.

이다.

어휘

어휘

•advertise 광고하다 •effective 효과적인, 효율적인 •media 매체
•specialist 전문가 •including ~을 포함하여 •equipment 장비

6④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사진 묘사
해석
여 안녕, Chang. 사진으로 뭐 하고 있니?
남 영어 회화 수업 과제를 하고 있어. 사진에 있는 저 사람들을 묘사해야
해. 도와줄 수 있니?
여 좋아.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하자.
남 곱슬머리의 여자애 말이니?
여 응. 그녀는 나팔바지를 입고 있어.
남 나팔바지가 무슨 뜻이야? 다리 아랫부분이 매우 넓은 바지를 가리키는
거니?
여 맞아.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배낭을 메고 있어. 그녀는 가슴까지 오는
길이의 직모를 하고 있어.
남 중간에 있는 남자애도 배낭을 메고 있어. 사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만
큼 키가 크지 않아.
여 좋아. 그 다음 남자아이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휴대 전화
를 들고 있어. 그는 삐죽삐죽한 머리를 하고 있어.

•be stuck 꼼짝 못하다 •flat tire 펑크난 타이어 •insurance company 보
험 회사 •cancel 취소하다 •presenter 발표자

8 ②

이유 파악

소재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유
해석
여 안녕, 민준. 너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를 놓쳤지. 괜찮니?
남 사실은 좋지 않아. 우리 할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는 거 알잖아.
여 응, 알아. 그러니까 그게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유잖아.
남 맞아. 나는 할머니가 정말로 그리워.
여 그래서, 지난주에 할머니 묘소를 방문하러 다시 부산에 갔었니?
남 실은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곳에 갔었어.
여 그분의 갑작스런 죽음이 네 아버지께 충격을 줬음에 틀림없을 거야.
남 아버지가 슬퍼하고 우울해 하는 걸 보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나는 지난주
에 아버지를 돌봐 드려야 했어.
여 힘내. 그가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남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아버지께 특별히 신경써야지.
해설
남자는 지난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너무 우울해 하셔서 돌봐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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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
유는 ② ‘아버지를 돌보느라’이다.

11 ③

내용 불일치

소재 Mashed Potato Wrestling

어휘
•pass away 돌아가시다, 사망하다 •cemetery 묘지 •take care of ~을

해석
남 P
 otato Days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Potato Days 축제

돌보다, ~에 신경을 쓰다

는 미네소타주 Barnesville에서 열리는 유명한 행사입니다. 다양한 행사

9⑤

중에서 Mashed Potato Wrestling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수치 정보 파악

행사입니다. 1999년에 시작한 Mashed Potato Wrestling은 매년 8월
에 개최됩니다. 올해는 8월 24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대회는 으깬 감자

소재 신발 구입

로 채워진 레슬링 링에서 두 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경기를 합니다! 대회

해석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12세 이

남 도와 드릴까요?

하와 12세 이상의 두 부문에 등록한 첫 12쌍으로 제한됩니다. 각 쌍은 3

여 네, 저는 검정 신발 한 켤레를 찾고 있어요.

분짜리 라운드를 2회 레슬링 하는데 라운드 사이에 1분간의 휴식이 있습

남 검정 신발은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 신발은 어떠세요? 그것은 신상

니다. 각 참가자에게는 셔츠가 수여됩니다. 레슬링 하는 한 사람당 10달
러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품이고 방수가 됩니다.
여 좋아요. 신어 봐도 될까요?

해설

남 물론이죠. 몇 사이즈를 신으시죠?

대회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여 사이즈 7을 신어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주최측이 대회 파트너를 지정해 준다.’이다.

남 볼게요. 여기 사이즈 7이요.

어휘

여 와, 제게 완벽하게 잘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얼마죠?

•diverse 다양한 •mashed 으깬 •attract (마음·관심을) 끌다 •ring 링,

남 8
 0달러예요. 그 다음에 그 가격에 10퍼센트 세금을 더하세요.
여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같은 모델의 신발을 한 켤레 더 사고 싶

원형 경기장 •contestant 대회 참가자 •round (권투·레슬링의) 회〔라운드〕

어요. 흰색 신발도 있나요?

12 ④

남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 그것들 둘 다 살게요.

도표 정보 파악

소재 토스터 구입

해설
신발 한 켤레의 가격 80달러에 세금 10퍼센트를 더하여 88달러이고, 두 켤

해석

레를 샀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⑤ ‘176달러’이다.

남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저는 가전제품을 보고 싶어요. 토스터를 좀 보여 주시겠어요?

어휘
•brand new 완전 새 것인 •waterproof 방수의 •reasonable 적당한, (가
격이) 비싸지 않은

남 물론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이것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브랜드의 모든 토
스터들입니다.
여 제가 한번 볼까요? 너무 많네요.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몇 개 추천해
주시겠어요?

10 ④ 

언급 유무

소재 여행 계획

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의 토스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투입구로 2조
각을 구울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투입구에 4조각을 구울 수 있어요.
여 저는 투입구가 두 개인 것이 좋아요.
남 검은색, 흰색, 회색 중에서 어떤 색깔을 선호하세요?

해석
남 안녕, Jean. 잘 지내니?
여 잘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니, Matt?
남 좋아, 그런데 최근에 졸업 시험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나는 단연코 휴가
가 필요해.
여 나도 그래. 나는 지난 4일 동안 야근을 해왔어.
남 음, 난 이번 주말에 해변에 갈 계획이야. 너도 나와 같이 갈래?

여 검은색이 좋아요. 두 개의 투입구가 있는 검은색 토스터를 선택할게요.
남 아, 죄송합니다, 손님. 검은색 토스터는 다 팔렸네요. 하지만 토요일에는
받으실 수 있어요.
여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은 얼마죠?
남 흰색은 75달러이고 회색은 80달러예요.
여 음. 그럼 더 싼 걸로 선택할게요.

여 좋지. 그거 멋지게 들려! 근데, 내 여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도 괜찮을까?

해설

남 물론이지. 그녀에게 가고 싶은지 물어 봐!

여자는 투입구가 두 개인 것 중에서 검은색을 원했으나 검은색 토스터는 다

여 좋아. 나는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9시가 어때?

팔려서 흰색과 회색 중 더 싼 것을 고르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선택한 토스

남 9
 시에 출발하는 거 좋은 것 같아.

터는 ④이다.

여 내 생각에 우리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차 한 대로 타고 가는 게 낫겠어.
내가 9시에 너를 태우러 갈게.
남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해설
여행의 목적, 장소, 인원, 교통편은 언급되었지만, ④ ‘도착 시간’은 언급되지

어휘
•household appliance 가전제품 •slot 투입구, 가늘고 긴 구멍

13 ②

않았다.

소재 새로운 꿈에의 도전

어휘

해석

•exit exam 졸업 시험 •definitely 단연코, 분명히 •fabulous (기막히게) 좋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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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R
 achel, 무슨 일 있니? 우울해 보여.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여 그냥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나는 현재의 직업으로 내가 버는 돈에
만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남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 너는 화가가 될 거라고 항상 말하잖아.
여 맞아.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책임질 만큼의 충분한
돈을 보장해 주지 않아.
남 돈도 중요하지만, 너는 네가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골라

15 ①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생일 선물
해석
여 D
 ella는 아버지에게 그의 생일에 완벽한 선물을 사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멋진 시계를 사 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

야 해.

길 원하는 시계는 그녀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사실 그녀는 돈이 충분하지

여 나는 화가가 되고 싶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진 않아.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점에서 1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시

남 하지만 네가 열렬히 하고 싶어 해 오던 것을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

계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귀중한 선물에 만족한 그녀는 아버지가 집

복을 맛볼 수 있어.

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시계에 기뻐하는 것

여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충고 고마워.

을 보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가 집에 도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Della
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여자는 화가가 되길 원하면서도 현재의 직업으로 버는 돈에 만족하고 있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 하고, 남자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라고 여자에게 충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충고 고마워.’이다.
① 제발 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Della

아빠, 제가 아빠의 생신을 위해 무엇을 샀는지 맞혀 보세요.

해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 Della가 아버지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빠, 제가 아빠의 생신을 위해 무엇을 샀는
지 맞혀 보세요.’이다.

③ 너는 내가 너한테 불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④ 그럼, 너는 내가 화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⑤ 전적으로 동의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

②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멋진 시계를 살 돈이 필요해요.
③ 아빠, 긴 하루를 보내고도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④ 저는 왜 제가 아빠에게 멋진 시계를 사 드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⑤ 아빠, 아빠에게 꼭 맞는 시계를 찾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어휘
•depressed (기분이) 우울한 •current 현재의 •guarantee 보장하다

어휘
•intend (~하려고) 생각하다, 의도〔작정〕하다 •afford ~할 수 있다, ~할 여

14 ②

유가 되다 •precious 귀중한 •gorgeous (아주) 멋진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동아리 오디션
해석
여 왜 그리 우울해 보여, Jason?

[ 16~17 ] 16 ④ 17 ③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등굣길 안전 수칙

남 연극 동아리 오디션에서 떨어졌어.

해석

여 안됐구나. 그 동아리 정말 인기 많더라.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장 John Milton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 학
생들이 학교로 오는 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 난 꼭 그 동아리에 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며칠 동안 오디션 연습도 열심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따라야 할 규칙 몇 가지를

히 했어.

다시 한 번 알려 주려고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차를 타고 학교에 옵니

여 그거 안됐다. 그럼 연극 대신에 음악 동아리는 어때? 너 노래 부르는 거

다. 다른 학생들은 버스로 등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다수는 걸어서

좋아하잖아.
남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해.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것이 더 매력적이야.

등교합니다. 보통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 그럼 아마도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해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노래가 연기

몇몇 인도가 보수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로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
다. 인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도로의 갓길에서 걸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와 결합된 동아리 말이야.

것은, 여러분이 길을 건널 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을

남 그 동아리도 생각해 봤는데, 내가 무대에 오를 정도로 노래를 잘하지 않

건널 때 횡단보도만 이용하세요. 두 번째, 건너기 전에 먼저 왼쪽을 보고,

는 것 같아.

오른쪽을 보고, 그리고 다시 왼쪽을 보세요. 여러분은 길을 건널 때 아무

여 한번 도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아. 그리고 네 노래 실력은 네 생각보다

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신호가 보행자를 위한

좋아.
남 그래? 한번 해 볼까?

녹색일 때만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여러분은 차에 치이는 것을 피하기 위

여 응, 다시 도전해 봐. 잘 할 거야.

해 이 규칙들을 항상 꼭 지켜야 합니다.

남 그래. 더 많은 오디션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해 볼 거야.
해설

해설

16

연극 동아리 오디션에 떨어진 남자에게 여자는 뮤지컬 동아리에 도전해 보라

남자는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학생들

고 격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래. 더

의 안전을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교통 규칙’이다.

많은 오디션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해 볼 거야.’이다.

① 더 엄격한 교칙을 가질 필요성

① 맞아. 나는 연극 동아리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어.

② 학생들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③ 신경 쓰지 마. 나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③ 학교에 더 많은 횡단보도가 필요한 이유

④ 걱정 마. 뮤지컬 동아리 오디션은 취소됐어.

⑤ 인도가 보수 중일 때 도로를 건너는 방법

⑤ 어쩔 수 없어. 나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대신 공부에 집중할 거야.

17

어휘
•audition 오디션 •give ~ a try 시도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버스, 인도, 갓길, 횡단보도는 언급되었지만 ③ ‘철길’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remind 다시 한 번 알려 주다, 상기시키다 •majority 대다수 •normally 보

정답과 해설

51

통은 •sidewalk 인도 •pedestrian 보행자 •under repair 보수 중인
•shoulder (도로의) 갓길 •pedestrian crossing 횡단보도(= crosswalk)
•run over (사람·동물을) 치다

해석
남 제가 24살에 단역 배우로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저는 제가 이곳에 서서
드라마 부문 최우수 연기자에게 주는 이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
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팬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없다면, 저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

14

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제가 연기를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셨

회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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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⑤ 

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상의 기쁨을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아
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면 그는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연기에 첫 발을 들여놓도록 이
끌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드라마 부문에서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고 난 후 수상 소감을 말하고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소재 커피 타기

어휘

해석

•bit player 단역 배우 •award 상 •category 부문 •support 지지, 지원

남 L
 isa, 떠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어때요?

•pass away 사망하다, 돌아가시다

여 좋아요. 저에게 커피를 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 천만에요. 커피를 어떻게 드세요?

4②

여 설탕 한 스푼만 우유 없이 주세요.

의견 추론

소재 피아노 수강을 통한 언어 능력 향상

해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를 묻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해석

절한 것은 ⑤ ‘설탕 한 스푼만 우유 없이 주세요.’이다.

여 여보, Ryan을 피아노 레슨에 등록시킬 거예요.

① 저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차를 마시고 싶어요.

남 피아노 레슨이요? 하지만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에게 축

② 저는 그것을 카페테리아에서 마시고 싶어요.

구 레슨을 받게 하지 그래요?

③ 저는 저녁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 그는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축구를 해요.

④ 저는 18살 때부터 그것을 마시는 걸 즐겼어요.

남 아, 그래요?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피아노 레슨은요? 그에게 그것에 대
해 물어봤나요?

어휘

여 물론, 그랬어요. 처음에 그는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 내 제안을 받아

•warm 따뜻하게 하다 •spoonful 한 숟가락〔스푼〕

2③

들였어요.
남 어떻게 그를 설득했어요?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여 저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그에게 요약해 줬을 뿐이에요.
남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소재 체형 유지하기

여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이들이 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쓰여 있어요. 아이들은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면서 피아노의 서로

해석

다른 리듬, 음 높이, 음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 Nick, 너 조금 피곤해 보인다. 무슨 문제 있니?
남 그건 내가 요즘 체중이 늘어서 그래. 음, 너는 어떻게 체형을 유지하니,

남 그것이 언어 습득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 들어봐요! 그들이 음 높이와 음색을 잘 구별하기 때문에 언어에서 단어를

Jenny?
여 나는 거의 매일 요가 수업을 들어. 그건 무척 재미있어. 너도 그것을 해 봐.

말하는 소리를 구분 짓는 것도 잘할 거예요. 그것이 언어 학습의 핵심 요소

남 난 네가 부러워. 나도 너처럼 운동해서 살을 빼고 싶어.

예요.

해설

해설

요가 수업을 통해 체형을 유지해 보라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여자는 아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할 예정이고 그것이 언어 습득에 도움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난 네가 부러워. 나도 너처럼 운동해서 살을 빼고 싶어.’

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피

이다.

아노를 배우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다.

① 힘내. 늦더라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어휘

② 정말? 너 그것을 매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enroll 등록하다 •regularly 정기〔규칙〕적으로 •kindergarten 유치원

④ 고마워. 나는 항상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해.

•hesitate 망설이다 •summarize 요약하다 •build up 강화하다 •distinguish

⑤ 그게 비결이었구나. 나도 패스트푸드를 줄여야겠어.

구별하다, 구분 짓다 •pitch 음의 높이 •tone 음색, 억양, 어조 •have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acquisition 습득 •differentiate 구분 짓다, 구별하다

어휘
•put on weight 체중이 늘다 •stay fit 체형을 유지하다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cut down 줄이다

3②
소재 수상 소감 말하기

52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5②
소재 응급 구조사와의 인터뷰

목적 파악

해석
남 안녕하세요, Lawrence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파악

여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 예, 괜찮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복사본을 받습니다.

남 언제부터 당신의 일에 대해 꿈꾸셨고 왜인가요?

남 좋네요. 그것이 필요한 전부인가요?

여 저는 사실 미용사였어요. 그런데 제 고객 중 한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

여 예, 매우 간단해요.

[잠시 후]

셨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겁이 났어요.
남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직업을 바꾸도록 격려했네요, 그렇죠?
여 그래요, 응급 구조사들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것을 가져와야겠어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에요, 기다릴게요.

제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 그렇다면 당신의 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 때로 저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유형의 보살핌을 주는
것이 어려워요.
남 마지막으로 응급 구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저 같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여 여러분은 사람들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육체적, 정신

해설
남자는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복사본을 차에 두고 왔고 그것을 가져
와야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자동차에 가서
신분증 복사본 가져오기’이다.
어휘
•open an account 계좌를 개설하다 •fill in (서식을) 작성하다 •photocopy

적 건강을 유지해야 해요.

복사 •ID card 신분증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resident 주민, 거

해설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응급 구조사가 된 여자와 그 여자를 초대해
서 인터뷰를 하는 학생 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
타낸 것은 ② ‘학생–응급 구조사’이다.

주자

8 ①

이유 파악

소재 송별회 계획

어휘
•collapse 쓰러지다 •heart attack 심장마비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응급 구조사 •CPR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nsure 보장하다 •maintain 유지하다 •physical 육체의 •fitness 건강

6 ④

남 여기 양식과 복사본…. 이런, 제가 차에 복사본을 두고 왔네요. 차에서 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Catherine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예, 제가 Catherine인데요. 누구시죠?

그림 정보 파악

남 안녕, Catherine. 나 Brian이야. 어떻게 지내니?
여 안녕, Brian. 난 잘 지내, 하지만 일련의 기말시험을 치르느라 매우 바빴

소재 어릴 적 사진

어. 너는 어떻게 지내?
남 난 정말 좋아. 그나저나, 나는 네가 다음 달 초에 한국을 떠날 거라고 들

해석
남 S
 ally, 이것을 봐. 네가 2살 때의 옛날 사진을 찾았어.

었어. 그래서, 수진이, Chris,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한 송별회를 열 계획을

여 저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하고 있어.

남 이 사진을 찍은 곳이 어딘지 아니?

여 너 정말 친절한 것 같아.

여 물론이에요. 그곳은 틀림없이 남산 공원이에요. 왼쪽에 N 서울타워가 보

남 그래서 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때? 괜

여요.

찮니?

남 맞아. 공원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우리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지.

여 미안한데….
남 중요한 약속이 있구나, 그렇지?

여 아빠는 재킷을 입고 계셨네요. 좀 추웠나 봐요, 그렇죠?

여 아니야, 하지만 금요일까지 두 개의 연구 논문을 마무리해야 해. 토요일

남 맞아. 약간 추웠어.

은 어떠니?

여 저는 가운데에 짧은 물방울무늬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쓴 작은 여자아이
가 분명해요. 제가 저렇게 작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남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해 줄게.

남 그래, 그랬었지. 네가 너무 작아서 엄마는 네 손을 잡기 위해 몸을 구부려
야 했어.

여 고마워.
해설

해설

여자는 금요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연구 논문이 두 개가 있어서 송별회를

사진 속 여자아이가 짧은 물방울무늬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썼다고 했는데

토요일로 잡고 싶어 한다. 따라서 여자가 금요일에 송별회를 하지 못하는 이

그림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유는 ① ‘연구 논문을 써야 해서’이다.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farewell party 송별회 •arrange ~을 정하다, 주선하다 •complete 마무

어휘
•polka-dot 물방울무늬 •bend over (몸을) 구부리다

7 ⑤

리하다

할 일 파악

9④

수치 정보 파악

소재 은행 계좌 개설

소재 과일 구입

해석

해석

여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남 실례합니다.

남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이 양식을 작성하신 다음 그것을 신분증과 함께 제게 내 주세요.

남 신선한 과일 좀 보여 주시겠어요?

남 음…. 제 신분증의 복사본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여 그럼요. 사과, 배, 오렌지, 바나나, … 등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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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수박은 얼마인가요?

말하고 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행사 참가와 기부는

여 1
 5달러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의무 사항이다.’이다.

남 하나 살게요. 그리고 사과는 얼마인가요?

어휘

여 개당 2달러입니다.

•donate 기부하다 •aftermath 여파, 후유증 •flood 홍수 •donation 기부

남 사과가 좀 비싼 것 같네요.
여 하지만 손님이 8개 이상을 사시면 사과를 10퍼센트 할인해 드릴게요.
남 음. 나쁘지 않네요. 그럼 수박 하나와 사과 10개를 살게요. 제게 그것들
모두 싸 주세요.

•mandatory 의무적인 •depend on ~에 달려 있다

12 ④

도표 정보 파악

소재 노트북 구입

해설
남자는 15달러인 수박 하나와 개당 2달러인 사과 10개를 1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사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33달러’이다.

해석
여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신상 노트북을 사고 싶습니다.

어휘

여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노트북 모두가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것은 어떠

•sort 종류 •offer 제공하다 •pack 싸다, 포장하다

신가요?

10 ②

언급 유무

남 음… 그것의 화면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저는 적어도 13인치 화면을 가
진 것을 원해요.

소재 도난 사건

여 그럼, 이것들이 손님의 선호에 맞습니다. 이 15인치 노트북이 손님께 가

해석

남 얼마죠?

남 경찰입니다. 어떤 긴급 상황이시죠?

여 기본 가격이 1,30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 저는 Sandra입니다. 누군가가 제 집에 침입을 해서 전화드렸어요.
남 집에 도둑이 든 것을 언제 아셨나요?
여 오후 6시경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예요. 음… 저는 오후 3시에 제 딸과 쇼
핑을 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과 창문 2개가 망가진 걸 발견했어요.
남 집에는 누가 있었나요?

남 너무 비싸네요. 저는 그렇게 많이 지불할 수 없어요.
여 좋습니다, 그러면 손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흰
색과 검은색 중에서 어느 색이 더 좋으세요?
남 저는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죽이 아닌 천 케이
스를 원합니다.

여 아니요. 그 시간 동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 좋습니다.

남 남편은 어디 계시죠?
여 남편은 상하이 출장 중이에요. 그는 이번 일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해설

남 없어진 것이 있나요?

남자는 화면이 13인치 이상이면서 가격이 1,300달러 아래인 것, 색상은 흰

여 금고가 부서져서 열려 있었지만 금목걸이 외에는 분실된 것을 모르겠어

색이고 천 케이스가 있는 노트북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구입할 노트
북은 ④이다.

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남편과 확인해야 해요.
남 주변의 어느 것도 손대지 마세요, 특히 금고를요. 저희가 범인의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어휘
•brand-new 신상품의 •meet 충족시키다 •preference 선호, 애호

여 저는 어느 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13 ③ 

해설
도난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간, 도난품, 유의점은 언급되었지만, ② ‘용의자’
는 언급되지 않았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프랑스어 배우기
해석

어휘
•break into (건물을) 침입하다 •rob (집·가게 등을) 털다, 도둑질하다
•safe 금고 •necklace 목걸이 •criminal 범인 •fingerprint 지문

11 ④ 

남 안녕, Sally. 학교에서 너를 만난 이후로 오랜만이네. 방학 동안 뭐 하고
지냈니?
여 안녕, Luke. 나는 두 달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어.
남 와! 많은 진전이 있었니?

내용 불일치

소재 Walking to School Day

여 전혀.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해.
남 안됐구나. 하지만 언어 학습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해석

여 하지만 나는 내가 분명히 느린 학습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남 9
 월 11일 내일은 ‘걸어서 학교 가기의 날’입니다. 모든 학생은 걸어서 학

남 누구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느려. 하지만 진실은 노력이 너를 배신

교에 오도록 권고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절약한 돈을 튤립 고등학교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돕는 데 기부하세요. 튤립 고등학교는 우리의 자매 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여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불행히도 그 학교는 최근 일련의 홍수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

남 힘을 내. 우리 함께 프랑스어 표현을 좀 연습하자. 내가 프랑스어를 잘하

러분이 함께한 작은 기부가 그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어서, 여러분이 그 행사에 참
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수
업은 10시에 시작되며 체육 수업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거든.
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네가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해설
프랑스어를 두 달 동안 공부했지만 잘하지 못하는 여자가 낙담하자 남자가

해설

자신이 프랑스어를 잘하니 함께 연습하자고 한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

기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행사 참여 여부는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네가 내게 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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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거야.’이다.

지만, 제가 도착할 때까지 Jenny가 교실에 머물도록 해 주세요.’이다.

① 나도 그래. 프랑스어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① 저는 이 차가 왜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모르겠어요.

② 내게 거짓말하지 마.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야.

② 그럼요. 당신이 이곳에 한 시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④ 너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말하니?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니?

③ 제게 전화로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⑤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프랑스어는 이해하기가

⑤ 저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제발 여기로 와서 펑크 난 타이어를

너무 어려워.

갈아 주세요.

어휘

어휘

•progress 진전, 진보 •task 일, 과제 •betray 배신하다 •policy 방책

14 ③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kindergarten 유치원 •blow out 펑크 나다, 터지다 •emergency 긴급

[ 16~17 ] 16 ② 17 ③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잠을 못 잔 이유

소재 암벽 등반

해석

해석

남 L
 auren, 너 피곤하니?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암벽 등반 체육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

여 아니에요, Smith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벽 등반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처음으로 등

남 네가 강의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가끔 수업 중에 졸더구나.

반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몇 가지 유용한 팁

여 아, 죄송해요. 요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을 알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발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

남 대개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요. 대신에 여러분이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즐기세요. 두 번째, 현명하고

여 보통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데, 어젯밤에는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세심하게 경로를 계획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의 계획을

남 너를 걱정시키고 있는 일이 있니?

충족시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로를 변경하세요. 세 번째, 휴

여 아니요,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세요. 그것이 여

남 그럼 3시까지 뭐 했니?

러분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다
리가 팔보다 3배나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과 다리를 효율적

여 제 휴대 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느라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걸 깨
닫지 못했어요.

으로 사용하는 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발과 다리를 잘 사용하면, 여러

남 너는 잠들기 전에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분의 수행이 초보자들의 그것〔수행〕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으로, 여러분이 다시 시도할 수 있으므로 낙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

해설

만 낙하 후에 바로 시도하지는 마세요. 회복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새벽 3시까지 휴대 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너는 잠들기 전에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해설

좋겠구나.’이다.

16

① 너의 걱정거리를 내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

남자는 암벽 등반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팁을 알려 주고 있으
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처음 암벽 등반을 하는

② 만약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의사를 만나 봐.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다.

④ 네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 먹는 것을 잊지 마.

① 암벽 등반의 이점

⑤ 너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모든 수업에 집중해야 해.

③ 험난한 산을 오르는 다양한 방법
④ 암벽 등반가들이 흔히 부닥치는 위험

어휘
•concentrate 집중하다 •doze 졸다 •hesitate 주저하다

15 ④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아이 하원 늦추기

⑤ 암벽 등반에서 계획 수립이 중요한 이유

17

암벽 등반에 대해 도전, 경로, 집중력, 낙하는 언급되었지만, ③ ‘장비’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overcome 극복하다 •a variety of 다양한 •route 노선, 경로 •refresh

oneself 기운을 되찾다 •benefit 이점 •encounter 부닥치다, 마주치다

해석
여 J
 ane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녀에게는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항상 오후 5시 30분에 유치원에서 딸 Jenny를 태웁
니다. 오늘 유치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납니
다. 처음에 그녀는 혼자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애쓰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긴급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운 나쁘게도 이것은 Jane이 유치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한 시간 늦게 만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Jenny는 그녀의 엄마가 오후 6시 30분에 올 때

15 회

실전 모의고사

pp. 88~89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Jane은 Jenny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

1④

2③

3⑤

4①

5④

6⑤

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Jane은 Jenny

7③

8④

9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⑤

17 ③

의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Jane 죄송하지만, 제가 도착할 때까지 Jenny가 교실에 머물도록 해 주세요.
해설
유치원에 있는 딸 Jenny를 데리러 가는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 나 늦게 되는
상황에서 Jane이 Jenny의 선생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죄송하

1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보고서 교정 부탁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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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열대 우림

남 Emma, 네 보고서 쓰는 거 마쳤니?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이다.

여 응, 어제 이미 다 했어. 내가 도와줄 게 있니?
남 시간이 좀 있으면 내가 제출하기 전에 내 보고서를 교정해 주겠니?
여 물론이야, 네 보고서를 읽어 보고 너에게 조언을 해 줄게.

어휘
•species 종 •considerable 상당한 •destruction 파괴 •logging 벌목
•illegal 불법의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concern 관심 •duty 의무

해설
남자가 자신이 쓴 보고서를 여자에게 교정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물론이야, 네 보고서를 읽어 보
고 너에게 조언을 해 줄게.’이다.
① 나는 이미 내 보고서 교정을 봤어.

4 ①

의견 추론

소재 공부 중 음악 듣기

② 미안한데, 나는 내 보고서를 먼저 마무리해야 해.

해석

③ 물론이지,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네 보고서를 제출할게.
⑤ 네 보고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써.
어휘

여 C
 harlie, 내 말이 안 들렸니?
남 오, 엄마.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여 네 방에서 뭐 하고 있었니? 너를 여러 번 불렀는데.

•proofread 교정하다, 교정을 보다 •complete 마무리하다, 끝내다

남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 내가 전에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게다가 이어

2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폰을 끼는 것은 네 청력을 손상시켜.
남 네, 알아요. 하지만 음악이 없으면 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소재 문학 수업 결석

여 음악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건 나도 동의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에는 음악 듣는 것을 피해야 해. 그것은 분명 공부 효율을 낮춰.

해석

남 엄마가 말하는 바를 알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여 안녕, Henry, 오늘 왜 문학 수업에 오지 않았니?
남 아, 나 오늘 만사가 잘 안 풀리는 날이야. 내가 늦게 일어나서 버스를 놓쳤어.
여 오, 이런. 우리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 그리고 결과가 수행 평가에
포함될 거야.

여 너는 휴식을 취할 때 가능한 한 많이 음악을 들으면 돼.
남 알겠어요, 엄마.
해설

남 오늘 운이 아주 안 좋았지만, 모두 내 잘못이야.

여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공부하는 동안에는 음악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부할 때

해설
늦잠을 자고 버스를 놓쳐 문학 수업에 결석한 남자에게 여자는 수행 평가에
포함될 중요한 시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 ‘오늘 운이 아주 안 좋았지만, 모두 내 잘못이야.’이다.

에는 음악을 듣지 말아야 한다.’이다.
어휘
•harm 손상시키다 •hearing 청력, 청각 •enrich 풍부하게 하다 •definitely
분명히, 확실히 •efficiency 효율(성), 능률

① 잘했다. 축하해.
②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시험을 준비할 거야.
④ 문학 수업은 내가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야.
⑤ 네가 이처럼 계속 공부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5 ④

어휘
•bad hair day 만사가 잘 안 풀리는 날, 불쾌한 날 •performance test 수
행 평가 •fault 잘못

관계 파악

소재 항공사 체크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손님. 티켓을 주시겠어요?

3⑤

목적 파악

소재 열대 우림 보호

여 고맙습니다. 비자를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주시겠어요?
남 예, 여기요.
여 고맙습니다. 서류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선호하는 좌석이 있으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James White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대 우림에 대해 말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
럼, 열대 우림은 많은 종이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곳이고, 그것은 공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당한 양의 열대
우림, 즉 영국 크기만큼이 사라집니다. 열대 우림 파괴의 주된 원인은 벌
목입니다. 놀랍게도 열대 우림에서 일어나는 벌목의 거의 90퍼센트는 불
법입니다. 이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우리는 열대 우림에 대해 더 많은

신가요?
남 창측 좌석을 주세요. 비행기에서 경치를 보는 걸 좋아해서요.
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줄에 몇 개의 좌석이 있네요.
남 저는 가능한 한 멀리 앞쪽에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여기 탑승권 있습니다, 손님. 이제 보안을 통과하실 수 있습
니다. 멋진 비행 되세요.
남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

해설

다. 이 사안을 모르는 체하지 마시고 열대 우림 구하기 운동에 참여해 주

여자가 남자의 티켓과 여권을 확인하고 남자는 선호하는 좌석을 말하고 있으

세요.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열대 우림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항공사 직원–승객’이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휘
•passport 여권 •in order 제대로 된 •boarding pass 탑승권 •security

해설
남자는 열대 우림 구하기 운동에 참여해 자원봉사 활동을 해 달라는 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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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보안 •flight 비행

6⑤

그림 정보 파악

소재 학교 자선 바자회 포스터

해석
남 S
 usan, 오늘 모임에 왜 오지 않았니?
여 아, 참석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어.
남 아프니? 매우 피곤해 보여.

해석

여 아니,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지만 괜찮아.

남 K
 athy, ‘학교 자선 바자회’ 포스터를 한 번 봐 줄 수 있겠니?

남 왜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니?

여 그것을 끝마쳤니? 좋아, 같이 보자.

여 실은 어젯밤에 공항에서 밤새 머물렀어.

남 나는 제목을 포스터 맨 위에 이탤릭체로 넣었어.
여 좋아. 그리고 나는 제목 아래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책을 주고 있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
남 사람들이 포스터 오른쪽에 책과 옷이 놓여 있는 테이블 뒤에 서 있는 건
어떠니?
여 멋져, 네가 포스터 왼쪽에 꽃과 간식을 파는 사람들을 그려 넣었기 때문
에 그것은 균형이 잘 맞아.
남 포스터 맨 아래에 있는 날짜와 장소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니?

남 뭐라고? 그 시간에 왜 공항에서 머물렀니? 문제가 있었니?
여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어제 이곳에 도
착하기로 되어 있었잖아.
남 그래, 그래서 네가 오늘 모임에 틀림없이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한 거잖아.
여 분명 그렇지. 근데 비행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하루 종일 기다
려야 했고, 몇 시간 전에 이곳에 도착했어.
남 오 너무 안타깝다, Susan. 비행기가 너의 하루를 망쳤구나.

여 아니, 전혀. 특히 장소명이 대문자로 쓰여 있어서 명확하게 보여.

해설

남 포스터에 대해 다른 조언이 있니?

여자는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도착이 늦어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하

여 난 이 포스터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 잘했어.

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④ ‘비행기 문제로 출
발이 지연되어서’이다.

해설
대화에서는 장소명이 대문자로 쓰여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소문자로 되어

없이, 분명히 •ruin 망치다

어휘
•charity 자선 •bazaar 바자회 •balanced 균형 잡힌

7 ③

어휘
•attend 참석하다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definitely 틀림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9 ④

수치 정보 파악

소재 도서 구입
할 일 파악
해석
여 실례합니다, 제가 책 ‘Dog Man, Cat Kid’를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소재 여행 전 점검 사항

남 물론이죠. 남아 있는 책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타이핑 소리] 죄송합니

해석

다, 손님. 적어도 4일 더 기다리셔야 해요.

여 여보, 저 왔어요. 전부 쌌나요?

여 오, 이런. 제가 딸에게 그 책을 오늘 사 주기로 약속했어요.

남 거의 마쳤어요. 당신은요? Susie에게 좋은 것을 찾았나요?

남 그러시다면 그것을 창고에서 직접 집으로 배송되도록 하는 게 어떠세요?

여 네. 그녀를 위한 예쁜 꽃병을 찾았어요.
남 꽃병이요? 그건 너무 깨지기 쉬워서 비행기로 운반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 걱정 말아요. 제가 그것을 안전하게 포장했어요.

그것은 2일 이내에 배달될 거예요.
여 그게 좋겠네요. 그것의 배송료가 있나요?
남 책은 7달러이고, 20달러 이하의 구매에는 2달러의 운송비가 더해집니다.

남 좋아요, 이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확인해야 해요.

다른 책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 여권을 가방에 넣었나요?

여 저는 프랑스 요리책도 사고 싶어요.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 네. 그것들을 찾기 쉽도록 당신의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여 잘했어요. 우유 회사에 전화해서 일주일 동안 우유를 배달하지 않도록 하
는 건요?

남 이 책이 프랑스 요리에 좋습니다. 그것은 갖가지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담고 있어요.
여 그것도 할게요. 얼마죠?

남 네, 전화했어요.

남 그것은 지금 할인 중이에요. 원래 10달러인데 그것에 10퍼센트 할인을

여 훌륭해요. 아, 가스 밸브는 잠갔나요?
남 오, 그것을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그것을 할게요.
여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당신은 우리 짐을 차에 싣는 게 좋겠어요. 제가 밸
브를 잠글게요.

해 드릴게요.
여 좋습니다, 신용 카드로 지불할게요.
해설
여자는 딸을 위한 책 7달러와 배송료 2달러, 프랑스 요리책 10달러짜리를 10

남 알았어요, 그럴게요.

퍼센트 할인된 9달러에 살 것이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18달러’이다.

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차에 짐을 싣는 게 좋겠다고 하고 남자는 그러겠다고 했으

어휘
•warehouse 창고 •cuisine 요리(법) •recommend 추천하다 •contain

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차에 짐 싣기’이다.

포함하다

어휘
•pack (짐을) 싸다 •stuff 물건 •flower vase 꽃병 •fragile 깨지기〔부서지
기〕 쉬운 •wrap 포장하다 •deliver 배달하다 •baggage 짐, 수하물

10 ① 

언급 유무

소재 국제 도서 박람회

8 ④
소재 모임 불참석

이유 파악

해석
남 A
 lice, 이번 주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니?
여 아니, 없어. 참여할 만한 재미있는 행사가 있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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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응, 국제 도서 박람회에 관한 광고를 읽었어.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때?

여 차이가 뭐죠?

여 가고 싶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니?

남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가 메모리 폼보다 더 통기성이 있대요. 그리고 메모

남 물론이지, 책 출판과 문학에 관련된 다수의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있어.
우리는 유명한 작가들을 만날 기회도 있어.

리 폼은 허리가 좋지 않아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고요.
여 음… 당신이 요통이 있으니 두 번째 것이 더 낫겠네요.

여 그거 얼마 동안 열리니?

남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푹신한 매트리스보다 딱딱한 매트리스가

남 이미 지난 월요일에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날 거야.

더 좋아요. 당신은 어때요?

여 박람회가 몇 시부터 시작이니?

여 저도 그래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더 비싸네요.

남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

남 그래요, 하지만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주문할까요?

여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할 필요가 있니?

여 그래요.

남 인터넷에서 표를 예매하면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해설

여 좋네. 얼마니? 지금 예약하자.

킹 사이즈로 메모리 폼이면서 딱딱한 매트리스를 원하고, 두 사람이 선택한

남 한 사람당 10달러야. 내가 지금 표를 예약할게.

것이 더 비싸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매트리스는 ⑤이다.

여 고마워.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

어휘

해설
국제 도서 박람회의 프로그램 종류, 개최 기간, 예약 방법, 참가비는 언급되었
지만, ① ‘개최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participate in ~에 참여〔참가〕하다 •advertisement 광고 •fair 박람회
•tons of 다수의 •literature 문학 •reservation 예약 •in advance 미리,
사전에

11 ④

•compare 비교하다 •detailed 상세한 •customer 고객 •breathable 통
기성이 있는 •firm 단단한 •gap 차이

13 ③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할머니의 팔순 잔치
해석
여 E
 ric, 네가 좋아하는 밴드가 우리 학교 축제에 온다는 거 들었니?

내용 불일치

남 응, 그것에 대해 들었어.
여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소재 학교 예술제

남 사실, 나는 그때 조부모님 댁에 갈 예정이야. 그래서 그들을 볼 수 없을
거야.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학교 회장 Anna Stone입니다. 이번 다

여 말도 안 돼. 왜 학기 중에 조부모님을 방문하려는 거야?

가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는 ‘2019 학교 예술제’를 개최하려

남 우리 온 가족이 할머니의 80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일 거야.

고 합니다. 여러분이 적은 참가비로 즐길 수 있는 연극, 뮤지컬, 전시회

여 오, 그럼 너는 할머니의 생신 파티에 참석해야겠구나. 너는 그들을 볼 다

그리고 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른 기회가 있을 거야.

비용은 모금되어 지역 센터의 장애 아동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표를

남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기 위한 긴 줄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웹

여 그건 그렇고, 할머니께 드릴 선물은 준비했니?

사이트를 오늘 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현장에서도 표를 살 수 있습니

남 아직 못했어.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었어. 내가 할머니께 드릴

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과 몇몇 부모님들에 의해 운영되는 스낵바도 있습
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것들을 즐기세요! 들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적절한 선물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같이 백화점에 갈래?
해설

해설

할머니 생신 선물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남자가 선물 고르는 것을 도와 달라

현장에서도 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물론이지, 같

것은 ④ ‘표 구입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이다.

이 백화점에 갈래?’이다.
① 그 밴드를 보게 되어 정말 신이 나.

어휘
•diverse 다양한 •exhibition 전시회 •raise (자금·사람 등을) 모으다
•disabled 장애가 있는 •on the spot 현장에서 •run 운영하다

12 ⑤

도표 정보 파악

소재 매트리스 구입
해석
여 Andrew, 뭐 보고 있어요?
남 좋은 매트리스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어요.
여 그래서 매트리스를 비교하는 괜찮은 사이트를 찾았나요?
남 그래요. 이것을 봐요. 웹사이트에 상세한 정보와 고객들의 (상품)평이 있
어요. 어떤 매트리스 크기가 필요하죠?
여 우리에게는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퀸 사이즈보다 킹 사이
즈가 좋아요.
남 좋아요. 이제 매트리스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포켓 스프링과 메모리 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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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② 나도 우리 조부모님을 뵙고 싶어.
④ 걱정 마. 그녀가 너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실 거야.
⑤ 좋아, 선물로 뭘 받길 원하니?
어휘
•semester 학기 •celebrate 축하하다 •appropriate 적절한 •department

store 백화점

14 ②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읽기 속도가 느린 학생
해석
남 S
 mith 선생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여 들어와, Steve. 앉으렴.
남 고맙습니다.
여 나는 최근에 네가 예전만큼 주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너
는 심지어 졸려 보여. 몇 시에 자니?

남 대개 새벽 1시경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고 미국

여 너무 늦구나! 너는 겨우 13살이야. 일찍 자야 해. 왜 그러니?

인들은 매년 약 240파인트의 탄산음료를 소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남 저는 읽기가 느린데, 너무 많은 긴 독서 과제가 있어서 일찍 잘 수가 없

탄산음료를 좋아하지만 탄산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탄산음료의 성분 때문입니다. WHO는 사람들이 매일 25그램 이

어요.

하의 당을 먹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콜라 한 캔은 약 10티스

여 그거 안됐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일찍 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

푼, 혹은 39그램의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맛에 아무

각해.
남 그렇게 하면 저는 다음 날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보탬이 되지 않는 인공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탄산음료

여 음. 방과 후에 한 시간 동안 나와 읽기를 하는 게 어떠니? 그러면 너는

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느끼게 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 거야.

막으로 탄산음료에는 몇 종류의 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이

남 아,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저에게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치아가 더 쉽게 썩도록 합니다. 탄산음료

해설

의 이런 나쁜 영향을 알고 난 후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탄산음료를 즐

읽기 속도가 느려 독서 과제를 하느라 잠을 일찍 못 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방

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탄산음료를 물과 같은 다른 더 건강에 좋

과 후에 한 시간 동안 함께 읽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

은 음료로 바꾸길 바랍니다.

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아,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저에게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이다.

해설

① 저는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소설이요.

16

③ 고맙습니다만, 저는 과학 보충 수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좋아하고 많이 먹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
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매우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월요일 몇 시에 저희 집을 방문하실 건가요?

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이다.

⑤ 괜찮습니다. 저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좀 더 자고 싶어요.

① 살을 빼는 방법
② 사람들이 마시기를 좋아하는 음료의 종류

어휘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normally 보통, 대개 •assignment 과제, 임
무 •novel 소설 •complementary 보충하는

15 ④

④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④ 다양한 유형의 음료와 그것들의 영향

17

탄산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당, 인공 색소, 카페인, 산은 언급되
었지만, ③ ‘감미료’는 언급되지 않았다.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어휘

소재 과학 실험 준비

•research 연구 •nearly 거의 •consume 소비하다 •pint 파인트 (미국에
서 0.473리터) •ingredient 성분 •recommend 권장하다 •standard 표

해석
남 J
 ames와 그의 친구 Christine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초등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들 둘 다 자석과 나침반을 가지

준, 기준 •artificial color 인공 색소 •contain 함유하다 •absorb 흡수하다
•decay 썩다, 부패하다 •replace 대체하다 •beverage 음료

고 재미있는 실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2일 전에
James는 아이들이 전에 이미 했던 과학 실험 목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James는 목록을
보고 아이들이 이미 그와 Christine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험
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James는 실험을 바꿀 것을 제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James는 Christine에게 뭐라고 말하
겠습니까?
James

16 회

자원봉사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학 실험을 준비한 James는 자신들이 준비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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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실험을 계획할 필요가 있어.

해설

실전 모의고사

한 실험이 아이들이 이미 했던 것임을 알고 Christine에게 바꾸자고 제안하
려는 상황이므로, James가 Christin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우

1②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실험을 계획할 필요가 있어.’이다.
소재 찻잔을 깨뜨린 상황

① 너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② 미안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자원봉사하러 갈 수 없어.
③ 나는 우리가 자원봉사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⑤ 우리 다시 한 번 실험 절차를 점검하자.

여 당신이 이 찻잔을 깨뜨렸죠, 그렇죠?
남 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여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어휘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eagerly 열심히 •magnet 자석 •compass
나침반 •go over ~를 점검〔검토〕하다 •procedure 절차

[ 16~17 ] 16 ⑤ 17 ③

해석

남 네, 전 괜찮아요. 제가 그것을 바꿔 드릴게요.
해설
찻잔을 깨뜨린 남자에게 여자가 괜찮은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 전 괜찮아요. 제가 그것을 바꿔 드릴게요.’이다.
① 아니에요.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③ 네. 저는 그것을 벼룩시장에서 샀어요.

해석

④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찻잔을 수집하지 않아요.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WHO의 연구원인 Alice Keys입니다.

⑤ 당신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정답과 해설

59

어휘

수 있어.

•drop 떨어뜨리다 •replace 바꾸다, 교체하다 •flea market 벼룩시장

남 나도 그러길 바래. 조언이 있니?

•collect 수집하다

여 음, 올바른 노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④ 

남 맞아. 우리 음악 선생님도 올바른 자세를 하면 내 목소리 톤을 좋아지게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여 그리고 네가 너의 음역을 찾는 게 중요해.

소재 야구 경기 결과

남 좋은 지적이야. 나는 또한 가사의 명확하고 좋은 발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이 발음을 또렷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해석
남 안녕하세요, Deborah. 딸의 생일은 어땠나요?

여 바로 그거야. 나는 네가 오디션에 통과하길 바래.

여 우리 가족은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Cardinals 팀의 야구 경기를

남 고마워. 너의 조언을 명심할게.

보러 Bush 경기장에 갔어요.
남 멋지네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Cardinals의 열렬한 팬
이에요.

해설
뮤지컬 오디션에 지원한 남자가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여자
에게 조언을 구하고,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

여 저도 그래요. 다행히도 Cardinals가 4대 3으로 이겼어요.

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다.

해설
야구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며 자신이 그 팀의 팬이라는 남자
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저도 그래요. 다행히도

Cardinals가 4대 3으로 이겼어요.’이다.

어휘
•apply for ~에 지원하다 •confidence 자신감 •posture 자세 •vocal

range 음역 •articulate 또렷이 발음하다 •lyrics (노래의) 가사

① 저는 제 아이들과 다양한 경기를 하려고 노력해요.
② 10살 때부터 저는 그 팀의 팬이었어요.

5④

③ 제 딸은 스포츠 관람을 즐기지 않아요.



⑤ 경기장에 엄청난 인파가 있었어요.

소재 자동차 빌리기

어휘

해석

•stadium 경기장 •turn out (일·진행·결과가 특정 방식으로) 되다〔되어 가다〕

남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차가 필요하신가요?

•fortunately 다행히도 •massive 엄청난

여 예. 한 대가 필요합니다.

3①

관계 파악

남 좋습니다. 예약을 하셨나요?
목적 파악

여 아니요, 못했어요.
남 죄송하지만 오늘 이용 가능한 차가 없습니다.

소재 공원 조성 사업

여 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차가 필요합니다.

해석

남 내일은 괜찮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시나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Forest Park 프로젝트의 책임자 Sarah Brown입니

여 다른 사람 다섯 명이 저와 함께 타고 갈 거라서 적어도 6개의 좌석이 있

다. 모두가 멋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가족,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는 차를 원합니다.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설계 단계로 들어감에

남 저는 미니밴을 추천합니다.

따라,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최종 공정 계획이 수립되어

여 그것은 좌석이 몇 개인가요?

저희는 그것을 Roseville 시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

남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7개의 좌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좌석

영향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용 가능해지면 그것

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8일 Roseville Rec 센터

여 7개의 좌석이 있는 것으로 할게요.

에서 그 도시의 시민들과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을 질문에 답을 할 것을

남 좋습니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더 신나는 소식을 기다려 주세요!

해설

해설

남자는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고, 여자는 차를 빌리러 온 사람이므로, 두 사람

여자는 Forest Park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렌터카 회사 직원–고객’이다.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리려고’이다.

어휘
•reservation 예약 •at least 적어도

어휘
•phase 단계 •impact 영향 •currently 현재 •ongoing 진행하는

6⑤

•available 이용 가능한

4①



주제 파악

소재 노래 잘하는 방법

그림 정보 파악

소재 해변으로의 가족 여행
해석
여 너 해변으로 가족 여행 다녀왔지. 여행은 어땠니?

해석

남 너무 멋졌어. 해변에서 푹 쉬었어. 이것이 우리 여행 사진이야.

여 L
 uke! 무슨 일이니? 걱정이 있어 보이네.

여 멋진데. 네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니?

남 응. 나는 학교 뮤지컬 ‘Lion King’ 오디션에 지원했어.

남 응, 그게 나야. 멋있지, 그렇지 않니? 내 아내는 모래찜질을 하고 있어.

여 정말? 너는 연기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확신해.

여 멋진데. 네 옆에 해변용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네 남동생이구나?

남 고마워. 하지만 나는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긴장돼.

남 응, 그래. 그는 더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어.

여 좀 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 더 열심히 노력하면 노래를 더 잘할

여 부모님과 같이 갔다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셔?

60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남 두 분은 물에서 튜브 타고 계셔.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지난주에

여 행복해 보이시네. 모래성을 쌓고 있는 남자아이는 누구야?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② ‘보고서를 쓰느라 바빠서’이다.

남 내 조카야. 누나가 출장을 가서 조카가 우리와 함께 갔어.

어휘

여 그렇구나. 해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느긋해 보여.
남 맞아. 비수기에 그곳에 갔어. 그래서 해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

•driving license 운전면허증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할
예정이다 •tilt 기울다

해설
대화에서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여
자아이이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수치 정보 파악

소재 기념품 구입

어휘
•sand bath 모래찜질 •nothing but 다만, 단지 •nephew 조카

7①

9 ③

해석
부탁한 일

남 안녕하세요. 도와 드릴까요?
여 예. 저는 제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을 좀 사길 원해요.

소재 초대장 만들기

남 좋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생각나게 해 주기 때

해석

여 좋네요. 그럼 제게 자석을 보여 주시겠어요?

문에 기념품 자석을 선택합니다.
남 D
 orothy, 저녁 파티에 무엇을 대접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니?
여 음, 우리는 전채, 주요리, 곁들임 요리, 후식, 그리고 음료가 필요할 거야.

남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고흐의 그림을 보여 주는 이 자석들은 어떠
세요?

남 좋아. 내가 전채로 매운 닭 날개를 만들 수 있어.

여 마음에 들어요. 얼마죠?

여 좋은 생각이야. 내가 주요리를 할게. 스테이크 어때?

남 개당 4달러입니다.

남 음. 파티 전에 만들어 둘 수 있는 파스타 같은 게 어떨까?

여 좋아요, 그것들 5개를 살게요. 저를 위한 모자도 사고 싶어요.

여 멋진 생각이야.

남 음, 이 모자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20달러예요.

남 그래. 그러면 전채와 주요리는 됐고. 내가 곁들임 요리로 그리스 샐러드

여 멋지네요. 그것들 2개를 살게요. 제가 박물관에서 가져온 이 쿠폰을 사용

를 만들게.

할 수 있나요?

여 좋아. 그리고 내가 음료를 좀 가져올게. 레모네이드는 어때?

남 예. 그것으로 전체 금액에서 10퍼센트 할인이 됩니다.

남 좋은 선택이야. 후식으로 과일을 좀 사 오는 건 어떨까?

여 좋아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여 그래! 그거 좋다. 그건 그렇고 이웃에 초대장은 보냈니?
남 아, 이런! 잊어버렸어. 미안해. 그런데 내가 할머니 댁에 가 봐야 해서 초

해설
여자는 개당 4달러인 자석 5개와 개당 20달러인 모자 2개를 구매하는 데 쿠

대장을 만들 시간이 없어. 네가 나 대신 해 줄 수 있겠니?
여 좋아. 내가 초대장을 만들게.

폰으로 전체 금액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았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남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구했어!

③ ‘54달러’이다.
어휘

해설
남자는 이웃들에게 보낼 파티 초대장을 만들 시간이 없다면서 여자에게 부탁

•souvenir 기념품 •magnet 자석 •youngster 젊은이

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초대
장 만들기’이다.

10 ③ 

언급 유무

어휘
•appetizer 전채, 식욕을 돋우는 것 •side dish (주요리의) 곁들임 요리

소재 감자 축제

•invitation card 초대장 •pay a visit to ~에 가 보다, ~을 방문하다

해석

8 ②

여 B
 ob, 이번 주말에 계획 있니?
이유 파악

소재 운전면허증 찾기
해석
여 민우야, 어디 가는 중이니?

남 아니. 너는 어때?
여 나는 Meadowland에서 열리는 ‘감자 축제’에 갈 거야. 함께 갈래?
남 물론, 갈게. 작년에 아주 재미있었다고 들었어. 언제 시작하니?
여 올해 축제는 5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해. 그것은 이전보다 더 크
고 더 좋아.

남 아, Sally. 나 내 운전면허증 받으러 가고 있어.

남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니?

여 지난주에 그것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니? 문제가 있었니?

여 3일 동안 우리는 전국 감자 껍질 벗기기 대회, 자동차 쇼, 그리고 다른

남 아니, 전혀 없었어. 단지 그것을 찾으러 갈 시간이 없었어.

많은 행사를 즐길 수 있어.

여 왜? 학교 공부로 바빴니? 기말고사는 끝났잖아.

남 멋진데. 나는 감자 껍질 벗기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남 응. 하지만 지난주에 최종 보고서를 쓰느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어야

여 좋아! 그런데 대회에 참가하려면 5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 걸 기억해.

했어.
여 그랬구나. 무엇에 관한 거였니?
남 나는 ‘피사의 사탑’과 그것이 왜 기울어졌는지에 대해 썼어.
여 와, 좋은 주제네! 어쨌든 운전면허증을 갖게 된 걸 축하해.
남 고마워.

남 알겠어. 그런데 내가 강아지를 그곳에 데려가도 되니?
여 안 돼.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축제 구역 내에는 어떤 동물도 허용되
지 않아.
남 알겠어. 이번 주말에 즐기자.
해설

해설

감자 축제에 관해 개최 지역, 개최 일자, 프로그램 종류, 금지 사항은 언급되

남자는 지난주에 최종 보고서를 쓰느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었지만, ③ ‘주최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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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해석

•peel (껍질을) 벗기다 •area 구역

남 여보, 다가오는 휴가를 어디에서 보내고 싶어요? 휴가 목적지를 정해요.
여 글쎄요, 저는 이곳보다 더 시원한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일본에 가

11 ⑤ 

내용 불일치

는 건 어때요?
남 그러고 싶지만, 그건 틀림없이 우리 예산을 초과할 거예요.

소재 Hagia Sophia

여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가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
아요.

해석
여 H
 agia Sophia는 예술과 건축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박

남 어떻게요? 특히 비행기 표는 성수기에 비싸요.

물관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 6세기 이래로 ‘세계의

여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숙박과 같은 다른 항목에서 돈을 아낄 수 있어요.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Hagia Sophia는 세 번

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정말 일본에 가고 싶어요.

째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916년 동안 교회로 사용되었으나, Fatih Sultan

여 내게 홋카이도에 사는 일본인 친구가 있다는 거 알죠.

Mehmed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에 Hagia Sophia는 회교 사원으로 바

남 당신 회사에서 일했던 그 여자 말이죠?

뀌었습니다. 후에, 그것은 482년 동안 회교 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 맞아요. 매우 놀랍게도 그녀가 우리 휴가 동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고

Hagia Sophia는 매일 방문을 위해 개방됩니다. Hagia Sophia의 겨울

그녀는 머물 곳을 구해야 해요.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방문 시간

남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죠?

이 오전 9시와 오후 7시 사이입니다. 출입증은 박물관 내부의 매표소에서

여 음, 저는 서로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자고 제안할까 생각 중이에요.

구할 수 있습니다.

남 정말이요? 좋네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선택 사항이네요.

해설

해설

박물관의 방문 시간은 겨울에는 9시부터 5시까지이고 여름에는 9시부터 7시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경비가 걱정인 남자에게 여자는 일본인 친구와

까지이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방문 시간은 일년 내내

서로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는 걸 제안해서 숙박비를 아낄까 생각 중이라고

동일하다.’이다.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정말이요? 좋네
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선택 사항이네요.’이다.

어휘
•in terms of ~의 면에서 •architecture 건축 •wonder 불가사의, 경이
•construction 건축 •conquest 정복 •convert 바꾸다 •mosque 회교
사원, 모스크

① 당연하죠! 당신 친구가 잘못 알고 있군요.
③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달려 있어요.
④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⑤ 환상적이네요. 우리가 빌린 레저용 차량은 정말 훌륭했어요.

12 ④

도표 정보 파악

어휘
•budget 예산 •peak season 성수기 •accommodations 숙박 시설

소재 요리 강좌 수강

•depend on ~에 달려 있다 •fantastic 환상적인 •RV 레저용 자동차
(= recreational vehicle) •awesome 훌륭한, 엄청난

해석
여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남 우리 지역 문화 센터가 제공하는 요리 강좌를 웹사이트에서 보고 있어요.
여 오, 당신 요즘 음식을 만드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수업을 찾았어요?
남 아니, 아직이요. 음, 나는 수요일마다 오후 6시에 모임이 있어서 수요일
수업은 들을 수가 없어요.

14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시험 결과에 낙담한 딸
해석
남 S
 onia, 오늘 기말시험이 끝났니?

여 음. 당신은 퇴근 후 5시에 대개 집에 오니까 고를 수 있는 것이 이것 세
개네요.

여 네. 끝났어요.
남 시험 잘 봤니?

남 맞아요.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워요.

여 아빠, 노력은 했는데, 잘 보지 못했어요.

여 당신은 이미 이탈리아 음식 만드는 것을 잘하잖아요. 다른 종류의 요리를

남 아, 안됐구나. 바라던 만큼 잘하지 못했구나.

시도하는 게 어때요?

여 맞아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성적이 아주 높을 것 같

남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 사이에 가격 차가 상당히 있어요.

지 않아요.

여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고르면 당신은 1주일에 2번 강좌를 듣네요.

남 S
 onia,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란다.

남 좋아요. 당신이 추천한 그걸로 할게요.

여 하지만 시험을 계속 망쳐서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여 좋을 것 같아요.

남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부 방법을 바꿔보자꾸나.
여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해설
남자는 모임이 있는 수요일은 안 되고 퇴근 후인 5시 이후 강좌여야 하며 이

남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더 의미 있는 거란다.

탈리아 음식이 아니면서 1주일에 두 번 수강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있다. 따

여 알겠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라서 남자가 선택할 요리 강좌는 ④이다.

해설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낙담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결과보다 과정이

어휘
•be into ~에 관심이 많다 •cuisine 요리 •go with (계획·제의 등을) 받아
들이다

13 ②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알겠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이다.



소재 여행 숙박비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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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시 도전해 보라고 격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①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뭐든지 잘 할 수 있어요.
②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빠를 도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③ 걱정 마세요. 제 성적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④ 안됐네요. 아빠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포기해야 해요.

③ 가전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는 방법
④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어휘
•process 과정 •motivated 의욕을 가진 •meaningful 의미 있는 •give

up 포기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15 ④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⑤ 대청소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

17 진공청소기, 습도, 흡연, 난방기는 언급되었지만, ③ ‘애완동물’은 언급되
지 않았다.
어휘
•air purifier 공기청정기 •quality 질 •vacuum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진

소재 발표 준비

공청소기 •pollen 꽃가루 •irritating 염증을 일으키는, (몸의 일부를) 자극하

해석

는 •particle 입자 •filter 여과기, 필터 •strive 노력하다 •humidity 습도

여 E
 mily와 Jacob은 과학 수업을 위한 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

•keep ~ in check ~을 억제〔저지〕하다 •mold 곰팡이 •condensation 물

다. 그들은 박테리아를 키워서 테스트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과학

방울, 응결 •dehumidifier 제습기 •lung 폐 •ensure 보장하다, 반드시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논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다

~하게 하다 •space heater 실내 난방기

음 주 화요일이 그들이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 결과
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Emily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일을 맡아
서 그것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녀는 숫자들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Jacob에게 숫
자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mily는 Jacob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Emily

17 회

발표 자료를 만들던 중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Emily가 Jacob에게
확인을 부탁하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Emily가 Jacob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④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겠니?’이다.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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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겠니?

해설

실전 모의고사

1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① 네가 나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겠니?
② 더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어때?

소재 익스트림 스포츠

③ 내 프로젝트 주제를 고르는 걸 도와줘.

해석

⑤ 미안하지만, 나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남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 본 적 있니?

어휘

여 응. 지난 여름에 번지 점프를 했어.

•present 발표하다 •accurate 정확한 •visual 시각적인

[ 16~17 ]

16 ② 17 ④

남 와. 어땠니?
여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정말 즐거웠어.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공기 질을 좋게 하는 방법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환경 연구 센터의 Chris Evan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의 노
력으로 심지어 공기청정기 없이도 공기 질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을 자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세요. 카펫에는 먼지, 꽃가
루,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다른 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공기 질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면 그렇습니
다. 다음으로, 집의 습도를 30-50퍼센트 정도로 유지하도록 애쓰세요,
그렇게 하면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창문에 수증기와
물방울이 있으면 집의 습도 수준이 아마 너무 높은 것이며 여러분은 제
습기를 사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는 걸 허락하지 마세요. 담배 연기는 여러분의 폐와 집의

해설
번지 점프를 해 봤다는 여자에게 남자가 어땠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정말 즐거웠
어.’이다.
① 아니, 너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지 않는 게 낫겠어.
② 아, 너는 많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정말로 시도했구나.
④ 글쎄, 내 생각에 너는 건강을 위해 어떤 스포츠라도 시도할 필요가 있어.
⑤ 나는 네가 번지 점프를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날 도와주길 원해.
어휘
•extreme sports 익스트림〔극한〕 스포츠(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 점프 같이 위
험성을 동반하는 스포츠) •nervous 불안한 •get over 극복하다

2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눈 오는 날 운전하기

공기 질에 나쁩니다.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혀 피우지 않는 것이

해석

실내 공기 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걸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

여 봐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막으로 겨울 동안에 실내 난방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을 몇 달마다 잘 청

남 그러네요. 저는 눈을 좋아하지만, 교통 상황이 끔찍해질 거예요.

소해 주세요. 사용 전에 실내 난방기를 청소하는 것은 먼지가 퍼지는 것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눈 속에서 처음으로 하는 운

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설

전이라 매우 걱정돼요.
남 그렇다면 당신은 지하철을 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16 공기청정기 없이도 공기 질을 좋아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공기 질을 더 좋게

해설

하는 방법’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렇다면 당신은 지하철을 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

요.’이다.

눈이 올 때 처음으로 운전하는 것이라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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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③

① 눈이 오는 것은 내게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게 해요.
② 잘했어요! 당신은 운전 시험을 정말로 통과했어요.

관계 파악

소재 에어컨 수리

④ 지하철은 이 시간 때쯤에 매우 혼잡해요.
⑤ 교통 상황이 매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해석

[초인종이 울린다.]

어휘
•heavily 아주 많이, 심하게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여 여보세요? 거기 누구시죠?
남 저는 MN 전자의 Choi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3④



목적 파악

여 예, 물론이죠. [잠시 후]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에 대해 서비스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어요.
남 죄송합니다, 부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고객이 많아서 요청에

소재 연극 오디션

응답하는 데 한 주 이상이 걸렸네요.

해석
남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는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열릴 것이며,
그 행사의 일환으로 가을 연극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을 연극 ‘The

Kim’s Family’를 위한 오디션이 11월 13일, 14일, 15일 방과 후에 오케
스트라실에서 있을 것임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 연극은 아시아 이민
자에 관한 것입니다. 연극에 필요한 5명의 등장인물과 밴드에 필요한 추
가 인원, 그리고 무대 뒤의 지원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밴드뿐 아니라 연
기 역할을 위한 오디션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 가급적 빨리 연극 동아리의
접수대에서 서류를 꼭 가져가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방과 후에
제 사무실로 제게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여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는데,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남 네. 제가 볼게요. [잠시 후] 음. 왜 시원하지 않은지 알 것 같네요.
여 정말이요? 뭐가 문제죠?
남 필터에 먼지가 많네요. 그것을 교체하면 훨씬 더 시원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여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그것을 고쳐 주실 거죠?
남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거잖아요.
해설

해설
남자는 학교 축제가 있을 것이고, 그 축제에서 올려질 가을 연극을 위한 오디
션이 있을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연극 공연을 위한 오디션을 홍보하려고’이다.

남자는 에어컨 서비스 요청을 받고 에어컨을 수리하러 온 기사이고 여자는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고객–에어컨 수리 기사’이다.
어휘

어휘
•announce 알리다, 공표하다 •immigrant 이민자 •additional 추가의, 추
가적인 •personnel 인원, 직원들 •inquiry 문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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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전자 기기 •request 요청하다 •replace 교체하다

6 ⑤
의견 추론

소재 곤충 식량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여행지 숙소 정하기
해석
남 뭐 하고 있어요, 여보?

해석

여 우리가 여행 동안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여 M
 att, 와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렴.

남 음… 난 전망이 좋은 아늑한 방을 원해요.

남 ‘미래의 식량’? 그것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여 이곳은 어때요?

여 그래. 그것은 곤충을 포함한 미래 식량을 다루고 있어.

남 널찍한 더블 침대가 있네요.

남 곤충이요? 우리가 미래에 곤충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 그래요. 그리고 냉장고와 싱크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음식을 요리

여 맞아.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식용 곤충은 영영가가 높아서 그것들로 음
식을 만들 수 있대.

할 수 있을 거예요.
남 잘됐네요. 나는 즉석 식품에 질렸어요.

남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곤충 음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 탁자와 의자 두 개도 있어요.

여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과잉 인구 때문에 끔찍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남 오, 잠깐만요. 왜 텔레비전은 없죠?

있어.

여 텔레비전 대신에 책이 있어요. 나는 이 장소가 좋아요.

남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다른 가축과 비교해 보면 곤충은 훨씬 더 싸요.

남 음.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난 텔레비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곤충을 먹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

여 우리 이 숙소로 정할까요? 나는 이 산 전망도 마음에 들어요.

각해.
남 알겠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
할게요.

남 그래요. 좋아요. 이걸로 정합시다.
해설
산 전망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창문으로 건물들이 보이므로,

해설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여자는 ‘미래의 식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곤충이 미래의 식량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곤충
이 미래의 식량이 될 수 있다.’이다.

어휘
•cozy 안락한 •spacious 널찍한 •be sick of ~에 질리다 •instant 즉석
의, 인스턴트의 •accommodations 숙소, 숙박 시설

어휘
•deal with ~을 다루다 •insect 곤충 •according to ~에 따르면 •edible
식용의, 먹을 수 있는 •nutritious 영양가가 높은 •shortage 부족 •livestock
가축 •bug (작은) 곤충, 벌레 •disgusting 혐오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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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7 ⑤
소재 동아리 전시회 준비

할 일 파악

여 음, 어머님께 이 블라우스를 사 드리는 건 어떠세요? 그것은 매우 인기가

해석
여 J
 eff, 동아리 전시회를 위한 너희 동아리 준비는 잘돼 가니?

좋습니다.

남 글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희 동아

남 좋아 보이네요. 그건 얼마죠?
여 원래 200달러인데,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여 판촉 행사를 하고 있어서

리는 어떠니?
여 우리 동아리는 다트 게임을 할 거야. 최고 점수를 따는 사람은 5달러 쿠

20퍼센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5달러 할인 쿠폰이 있어요. 이 쇼핑몰

폰을 받게 돼.
남 멋지구나.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의견이 달라서 다시 만날 필요가 있어.
좋은 생각 있니?

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여 물론입니다. 그리고 블라우스와 함께 이 목걸이를 무료로 드릴게요. 블라

여 음…. 물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하는 건 어때? 작년에 우리 동아리가 그

우스와 잘 어울려요.
남 고맙습니다. 이 신용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었어.
남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렸을 때 그 게임을 즐겼던 것이 기억나.

여 네. 선물용으로 포장하길 원하시나요?

여 나도 그랬어. 아마 다른 회원들이 그것을 정말 좋아할 거야.

남 네, 해 주세요.

남 맞아. 지금 당장 그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알려 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
봐야겠다.

해설
원래 200달러인 블라우스를 20퍼센트 할인받고, 여기에 또 5달러 할인 쿠폰

여 그러면 내가 작년에 남은 풍선을 줄게.
남 정말이니? 다시 한 번 고마워.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을 사용하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155달러’이다.
어휘

해설
동아리 전시회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물풍선 터트
리기를 제안했고 남자는 그것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따
라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회원들에게 아이디어 알리기’이다.
어휘
•preparation 준비 •mark 점수 •pop 터트리다 •feedback 의견, 반응

•promotion 판촉 (활동), 홍보 •in honor of ~을 기념하여, ~을 축하하여
•necklace 목걸이 •go well with ~와 잘 어울리다 •gift-wrap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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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유무

소재 Yoga Buzz 강좌

8 ⑤

이유 파악

해석
남 여보, 이 전단을 봐요! 당신에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재 퀴즈 쇼 불참

여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해석

남 Y
 oga Buzz 강좌에 대한 광고를 읽었어요.

남 김 선생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여 Y
 oga Buzz 강좌요? 그게 뭐죠?

여 물론이지. 수업에 대해 질문이 있니?

남 그것은 금요일에 야외에서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수준의 요가 강

남 아니요, 없어요. 7월 20일에 있을 퀴즈 쇼에 관해서예요.

좌라고 쓰여 있어요.

여 그래. 무슨 일이니?

여 좋네요! 내가 요가를 연습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

남 제가 퀴즈 쇼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든요.

여 뭐라고? 왜? 너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 왔잖니?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해

남 게다가 3세에서 10세까지의 아이들도 그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여 와, 그러면 Jenny와 함께 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서니?
남 그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때문이에요.

남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복숭아 농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복숭아 한 봉지를

여 너희 할머니?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니?

직접 따 갈 수 있어요.

남 아뇨. 실은 저희 가족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할머니의 70번째 생일

여 마음에 들어요. 티켓은 얼마죠?
남 티켓은 15달러인데 당신이 딴 복숭아 한 봉지는 물론 요가도 포함된 거

을 위해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요.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성인 표를 사면 무료예요!

여 아, 알겠어. 너를 대신해 줄 누군가를 찾아볼게.
남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 비싸지 않네요. 지금 바로 그것을 신청할게요.

해설

해설

남자는 할머니 칠순을 맞아 가족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되어 퀴즈 쇼에 불참해

Yoga Buzz 강좌의 요가 수업 시간, 참가 가능 아동 연령, 요가 수업 장소,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퀴즈 쇼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⑤ ‘일

티켓 가격은 언급되었지만, ③ ‘수업 준비물’은 언급되지 않았다.

본 여행을 가게 되어서’이다.

어휘
•flyer (광고·안내용) 전단 •perfect 딱 맞는, 안성맞춤의 •peach 복숭아

어휘
•make it 해내다 •fill in for ~을 대신하다

9 ①

•purchase 구입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수치 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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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불일치

소재 Mother’s Day 선물

소재 Parent Coffee 행사

해석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환영합니다, 부모님들! 저는 여러분이 Parent Coffee에서 저희와 함께

남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날 선물을 찾고 있어요.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셔서 커피 한 잔과 약간의 다과, 그리고 다른 부모

여 네. 저희는 어머님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님들과 만나 오랜 친구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즐기세요. 여러분은 또한

남 좋아요. 저는 여성복에 대해 많이 몰라요, 그러니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교장 Robert Taylor로부터 학교 교육 과정과 몇 가지 주요한 안건에 대

정답과 해설

65

해 듣는 기회도 가지실 것입니다. 주차는 공사로 인해 Liberty 고등학교
에만 극히 한정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세요. 저
희는 작년에 성황을 이루었고 올해에도 그곳에서 여러분을 뵙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 5일 수요일에 있으며, 공연 예술 센터의 로비에서
오전 9시 15분에 시작합니다.

남 너는 아주 친절하구나. 나는 그녀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뭔가를 줘야겠다.
해설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친구에게 저녁을 대접하려고 한다는 여자의 말에 대
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너는 아주 친절하구나. 나는 그녀
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뭔가를 줘야겠다.’이다.

해설

① 그녀에게 돈을 얼마나 줄 거니?

작년에 성황을 이루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작

② 글쎄. 나는 그녀가 현재 직장을 왜 그만두는지 몰라.

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했다.’이다.

③ 나는 보람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원해.
④ 네 말이 맞아. 그녀는 네게 크게 한턱내야 해.

어휘
•refreshments 다과 •catch up with ~와 연락하다 •curriculum 교육 과정
•agenda 안건 •construction 공사 •carpool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을 하다

어휘
•rewarding 보람 있는 •master degree 석사 학위 •field 분야 •curator
큐레이터(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책임자) •treat 대접하다, 한턱내다

12 ② 

도표 정보 파악

소재 보험 가입

14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도서관 책 반납

해석
여 어서 오세요. Longlife 보험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

남 저는 건강 보험에 들고 싶어요.

여 이 학기가 끝나면 6주간의 방학이 있어. 그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여 좋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전에 중병을 앓으신 적이 있다면 보험이 거
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암을 포함하기를 원하시나요?

것이 있을까?
남 네가 들을 수 있는 수십 개의 단기 강좌가 있어.

남 네. 저는 암 보험이 없어요.

여 오! 어떤 과목들이야?

여 네. 입원은 어떠세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원을 필수로 여기고 있

남 음, 네가 중국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6월 2일에 시작하는 중급 과정
에 등록해 봐.

어요.
남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또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여 몇 시에 시작하니?
남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전 11시에 끝나.

받기를 원해요.
여 좋은 선택이세요. 요즘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 완벽해!

남 맞아요. 그럼, 제가 얼마를 내야 하죠?

남 다른 수업을 원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현대 중국사 강좌

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면, 더 많이 보장받게 되실

를 들을 수도 있어.
여 그러고 싶지만, 오후에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해야 해. 제안해 줘

거예요.
남 네. 하지만 제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더 저렴한 걸로 할게요.

서 고마워.
남 아, 이런!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 도서관에 역사책을 반납하는

여 좋습니다.

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어제까지 내야 했는데.

해설
남자는 암 보험, 입원 및 사고 보장을 포함하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한 보험을

여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반납해. 너는 연체료를 내야 할지도 몰라.
해설

선택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가입할 보혐은 ②이다.

역사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는 걸 잊었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어휘
•insurance policy 보험 증서〔증권〕 •decline (정중히) 거절하다 •cancer 암
•hospitalization 입원, 입원(비) 보험 •necessity 필수(품) •acquired 후천
적인 •premium 보험료 •budget 예산 •go for ~을 택하다

13 ⑤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반납해. 너는 연체료를 내야 할
지도 몰라.’이다.
① 와! 너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부러워.
② 나는 보고서를 위해 역사책을 대출해야 해.
③ 내가 일하는 서점은 중앙 도서관에서 가까워.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유학 가는 친구

④ 내 중국어를 향상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어.
어휘
•dozens 수십, 다수 •brush up on ~을 다시 공부하다, ~을 복습하다

해석
남 K
 ate, Michelle이 직장을 그만둘 거라는 거 들었니?
여 응, 들었어.
남 그녀의 일은 매우 보람 있고 보수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여 아마 그녀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남 너는 그 이유를 아는 거 같네. 내게 말해 줘.

•enroll 등록하다 •intermediate 중급의 •suggestion 제안

15 ②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소셜 미디어에서 사진 내리기

여 음. 사실 그녀는 공부를 더 하러 외국에 갈 계획을 하고 있어.

해석

남 정말?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가 있잖아.

여 D
 ennis와 그의 친구 Jessy는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그들은 지

여 맞아. 이번에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해. 그녀는 외국에서 공부한
후에 큐레이터가 되길 원해.

난 주말에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오늘 Dennis는 우연히 Jessy의 소셜

남 큐레이터? 와, 멋지네. 하지만 그녀는 갈 길이 멀어.

미디어를 보다가 자신의 사진이 그곳에 게시된 것을 봅니다. 그 사진은 매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가 우리의 지지를 필요로 해서, 나는 그녀에게

우 재미있어서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Dennis

저녁을 대접하려고 해.

66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는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잘 모르

는 사람들에게 그 사진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Jessy
에게 그녀의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말하기로 결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Dennis는 Jess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Dennis

나는 네가 너의 소셜 미디어에서 내 사진을 삭제해 주기를 바라.

1③
소재 새 학기 계획
해석

해설

남 새 학기가 드디어 찾아 왔어!

Dennis가 자신의 사진이 Jessy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간 것을 보고 삭제해

여 그래. 난 새 학기에 매우 들떠 있어!

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Dennis가 Jess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남 나도 그래. 네 새 학기 계획은 뭐니?

‘나는 네가 너의 소셜 미디어에서 내 사진을 삭제해 주기를 바라.’이다.

여 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귈 계획이야.

① 너는 그에게 네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 게 낫겠어.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해설

③ 소셜 미디어 계정 만드는 법을 내게 알려 주겠니?

남자가 여자의 새 학기 계획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④ 어떻게 감히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찍을 수 있니?
⑤ 너는 웹에서 너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장 적절한 것은 ③ ‘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귈 계획이야.’이다.
①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
② 내 생각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어휘
•kindergarten 유치원 •amusement park 놀이공원 •post (웹사이트에

④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

정보·사진을) 올리다〔게시하다〕 •ruin 망치다 •delete 삭제하다 •account

⑤ 물론이야. 난 이미 그 계획에 대해 들었어.

계정 •permission 허락, 허가 •reveal 드러내다

[ 16~17 ] 16 ④ 17 ⑤

어휘

세트 문항 (목적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Union Sports Park

•semester 학기 •give it a try 한번 해 보다, 시도하다

2⑤

해석
남 안 녕하세요, Belleville 주민 여러분! 저는 Belleville 의 시장인 Bill

Jones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던 랜드마크 Union 스포츠 공원은
버지니아 주 Belleville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찾는 야구와 소프트볼 복합
구장이 될 것입니다. 3,000석의 좌석이 있는 경기장이 중심이 되어 아마
추어 수준의 모든 경기의 토너먼트와 연습을 위한 많은 경기장이 있어서

USP는 전 세계로부터 팀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Union 스포츠 공원은
490에이커의 캠퍼스에 68개의 구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구장들은 인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식중독
해석
여 A
 lan,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니?
남 상한 것을 먹었나 봐. 내가 식중독이라고 의사가 말하네.
여 뭐라고? 너는 조심했어야 했어.
남 네 말이 맞아. 내가 남은 피자를 먹지 말았어야 했어.

공 잔디로 지어져 안전하고 예견 가능한 연습 혹은 시합 경기를 가능하

해설

게 해 줍니다. 각각의 개별 건물에는 모든 선수, 직원, 관중이 충분히 물

음식에 대해 조심했어야 했다는 여자의 말을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도록 매점이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공원에는 또한

절한 것은 ⑤ ‘네 말이 맞아. 내가 남은 피자를 먹지 말았어야 했어.’이다.

기념품 가게와 Union 스포츠 공원의 의상과 다른 야구/소프트볼 품목을

① 나도 그래. 나는 하루 종일 기침하고 있어.

파는 소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구장의 전통적인 핫도그 가게

②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부터 스포츠 공원의 성인 방문객을 위한 맥주 파는 오두막에 이르기까지

③ 조심해.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음식을 쉽게 상하게 해.

모든 것을 포함한 몇 개의 식당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

④ 고마워. 걷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게.

게 공원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휘
•food poisoning 식중독 •leftover 남은, 나머지의

해설

16

남자는 Union 스포츠 공원에 들어서게 될 시설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
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스포츠 공원의 시설에
대해 알려 주려고’이다.

17 Union

스포츠 공원의 시설로 경기장, 구장, 상점, 식당은 언급되었지만,
⑤ ‘숙박 시설’은 언급되지 않았다.

3③

목적 파악

소재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해석

어휘
•mayor 시장 •long-cherished 오랜 염원인, 오랫동안 바라던 •destination
사람들이 특별히 찾는 •complex 복합 건물, 단지 •centerpiece 중심이 되는
것, 중심부 •attract 끌어들이다 •feature ~을 특징으로 하다 •artificial 인
공의, 인위적인 •turf 잔디, 뗏장 •spectator 관중 •hydrate 수분을 공급하
다 •souvenir 기념품 •apparel 의상, 의복 •hut 오두막, 막사

18 회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내 ‘Ani Holic’ 동아리의 회장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만화 그리기에 관심이 있고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예전 회원들
이 우리가 보는 만화 프로와 영화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만화 그리기에 대한 특
별 강연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는 ‘Animax 만화와 애니메이션 축제’에
단편 만화 영화를 출품했고 1등을 하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실전 모의고사

pp. 106~107

1③

2⑤

3③

4②

5④

6④

7③

8⑤

9②

10 ⑤

11 ⑤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③

17 ④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열정적인 신입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기회
를 놓치지 마세요.
해설
동아리 회장인 남자가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고,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음
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동
아리 신입 회원을 모집하려고’이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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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어휘
•former 예전의 •animated 만화 영화로 된 •lecture 강연 •field 분야

여 내 생일 파티에 와 줘서 고마워.

•passionate 열정적인

남 천만에. 너를 위해 꽃을 좀 가져왔어.
여 와, 정말 아름답다! 고마워. 이 꽃바구니를 저 미니 화분들과 같이 피아노

4②

의견 추론

위에 올려 둬야지.
남 너 피아노 치고 있었니? 뚜껑이 열려 있네. 와, 나는 이 특이한 사과 모

소재 멀티태스킹(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의 비효율성

양의 책꽂이가 정말 맘에 들어.
여 부모님께서 원형 탁자 옆에 있는 키 큰 전기 스탠드랑 같이 생일 선물로

해석

사 주셨어. 얘, 벽에 걸린 사진 속 어린 여자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

여 B
 en, 뭐 하고 있니?

남 네 어릴 적 사진이니? 너무 귀엽다!

남 내일 역사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여 고마워.

여 그런데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구나.
남 반 친구들 중 한 명이에요. 저희는 모둠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에
요. 걱정 마세요. 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해요.

남 그런데 벽에 비뚤어지게 걸린 거 같아.
여 오, 그러네. 똑바르게 보이지 않네.

여 하지만 네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계속 한다면, 집중력을 잃게 될 거야.

해설

남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집중하기 어렵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키 큰 전기 스탠드 옆에 있는 것이 원형 탁자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원형이

여 그래.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할 때 뇌가 더 잘 작동한다고 들었단다.

아니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남 하지만 매우 제한된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동
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 일들을 끝내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생각해요.

어휘
•lid 뚜껑 •unique 특이한, 독특한 •crooked 비뚤어진

여 네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효
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다.
남 정말이요? 알겠어요. 친구에게 나중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게요.

7 ③

할 일 파악

소재 비빔밥 준비

해설
남자가 시험공부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여자는 동시에 여러

해석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집중력에 방해가 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여 당신 친구들 여기 몇 시에 올까요?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남 3
 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지금 중국 음식을 전화로 주문해야 할까요?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이다.

여 아니요, 전 집에서 요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휘
•multitask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lower 낮추다 •efficiency 효율성

5④

남 맛있겠네요. 내가 야채를 썰어 줄까요?
여 아니요, 벌써 다 썰었어요. 볶은 고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비빔밥에 필요
한 모든 것이 있어요. [잠시 후] 아, 이런!

관계 파악

남 무슨 일이에요?
여 계란이 다 떨어졌어요. 식료품점에 가서 좀 사올래요?

소재 와플 메이커 광고 촬영

남 그럼요. 계란 프라이 없이 비빔밥을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과일도

해석

좀 사올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John이에요. 며칠 전에 전화로 이야기 나눴죠.

여 아니요, 장 보면서 그것들을 이미 샀어요.

여 만나서 반가워요, John. 그러니까 이거 전기 와플 메이커 광고죠, 맞나요?

남 알았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남 네. ‘Food Magazine’의 다음 호에 실릴 거예요.

해설

여 그것을 보는 게 기대되네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여자가 남자의 친구들에게 대접할 비빔밥에 넣을 계란이 다 떨어진 것을 알

남 최선을 다할게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고 남자에게 식료품점에 가서 사 올 것을 부탁했고 남자는 알겠다고 했으므

여 좋아요. 제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남 먼저, 커피와 함께 와플을 먹는 사진을 몇 장 찍을게요. [잠시 후] 좋아요.
여 와, 이 와플 냄새가 정말 좋네요.

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계란 사러 가기’이다.
어휘

남 네, 그렇죠. 방금 구운 거예요. 이제 와플을 만드는 사진을 몇 장 찍는 게

•mince 잘게 썬 고기 •be out of ~이 떨어지다〔바닥나다〕

어때요?
여 그래요. 재미있겠어요.

8 ⑤

해설
요리 잡지에 실릴 전기 와플 메이커의 광고 사진을 찍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사진 작가–광고 모델’이다.

이유 파악

소재 미세 먼지로 인한 캠핑 취소
해석
남 캠핑 여행을 위한 짐 싸기를 끝냈니? 내일이야, 그렇지?

어휘
•advertisement 광고 •electric 전기의 •issue (잡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의) 호 •pose 자세를 취하다 •shot 사진

여 사실은, 그것을 취소해야 했어.
남 왜? 내가 알기로 너는 친구들과 캠핑 가는 것에 정말로 신이 났었는데.
부모님이 네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니?

6④
소재 방 구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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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그림 정보 파악

여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캠핑 장비도 빌려주셨고 심지어 큰 텐트 치는 방
법도 가르쳐 주셨는걸.
남 그럼 무슨 일이야? 감기에 걸렸거나 뭐 그런 거야?

여 아니, 난 괜찮아. 그런데 일기 예보에서 내일 미세 먼지 수준이 높을 거라

어휘
•deep-fry (음식물을 기름에) 튀기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고 했어.
남 오, 그렇구나. 미세 먼지가 올 땐 되도록이면 외출하지 않는 게 좋지.
여 맞아. 나쁜 공기를 들이마신 후에 아프고 싶지 않아.
남 네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신 뭐 할 거니?

\11 ⑤ 

여 난 그냥 집에서 영화나 볼 거야.

소재 기내 서비스

해설

해석

여자는 캠핑을 하기로 한 날 미세 먼지 수준이 높을 거라는 일기 예보에 캠핑

여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승무원 Amy Jackson입니다. 오늘

을 취소해야 했다. 따라서 여자가 캠핑을 취소한 이유는 ⑤ ‘미세 먼지 수준

저희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점심 식사를 제공

이 높다고 해서’이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계획된 메뉴는 소고기와 닭고기입니다. 한 가지

어휘

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저희가 또한 동물

•pack 짐을 싸다 •cancel 취소하다 •equipment 장비 •weather

내용 불일치

성 식품이 들어 있지 않은 양파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좌석에 설치된 개
별 모니터를 통해 최신 영화와 TV 쇼, 그 이상의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

forecast 일기 예보 •fine dust 미세 먼지 •decision 결정

다. 다양한 종류의 간식과 음료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
니다. 드시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맘껏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서비스에

9 ②

수치 정보 파악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내 잡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
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재 뮤지컬 표 예매하기

해설

해석

다양한 종류의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을 뿐 간식이 제공되는 대상에 대

여 안녕하세요, 서울 아트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남 지금 상연 중인 공연의 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⑤ ‘어린이들에 한해 간식이 제공된다.’이다.

여 뮤지컬 ‘시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휘

남 네. 표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flight attendant 승무원 •vegetarian 채식주의자 •refer to ~을 참고하

여 성인은 30달러이고 청소년은 20달러입니다.

다, ~을 보다 •in-flight 기내의

남 아트 센터 회원이면 할인이 되나요? 여기 제 회원 카드요.
여 물론이죠, 10퍼센트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그리고 이 5퍼센트 할인 쿠폰도 다운받았어요. 그것도 사용 가능한가요?
여 죄송하지만, 회원 카드와 할인 쿠폰은 함께 사용이 안 됩니다.

12 ④

도표 정보 파악

남 알겠어요. 청소년 두 장 주세요.

소재 아르바이트 구하기

해설

해석

20달러인 청소년 표를 두 장 구입하여 40달러인데, 회원 카드로 10퍼센트

여 Greg, 뭐 하고 있니?

할인을 받아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36달러’이다.

남 지금 아르바이트를 검색하고 있어. 음… 이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어.

어휘
•reserve 예약하다 •performance 공연 •show (연극을) 상연하다

여 어디 보자. 내가 너라면, 이걸 고를 텐데. 난 동물을 좋아하잖아.
남 오, 난 아니야. 사실 난 동물 털에 알레르기가 있어. 그리고 나는 시간당
만원 이상을 받고 싶을 뿐이야.

10 ⑤ 

언급 유무

소재 새 학교에서의 첫날

여 그럼, 이건 어때? 내 생각엔 너희 집에서 가깝고 보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남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어.
여 식료품 가게는 어때? 너의 집에서 걸어서 겨우 10분 거리야.

해석
여 새 학교에서의 첫날 어땠니?
남 근사했어요! 담임 선생님이신 Jennifer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
시고, 전 반 친구들도 좋아요. 반 친구들 절반은 남자아이이고, 다른 절반

남 그래. 나는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일을 찾고 있었거든. 오, 그런
데 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일을 못해.
여 좋아. 내가 찾았어. 이게 가장 좋겠어.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전화할래.

은 여자아이예요.
여 좋구나. 급식은 어땠니?

해설

남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바비큐 소스를 얹은 닭고기 튀김, 빵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의 보수가 시간당 만원 이상이면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리고 초코우유였어요.
여 정말 고칼로리에 고지방이구나. 샐러드나 과일은 없었니?
남 없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새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어요. 점심
시간이 한 시간이거든요.
여 그런데 오늘 덥지 않았니? 체육관에서 하지 그랬니?

걸어서 10분 거리이면서, 하루에 5시간을 넘지 않는 일을 찾고 있으므로, 남
자가 전화할 곳은 ④이다.
어휘
•help-wanted ad 구인 광고 •allergic to ~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남 그러고 싶었지만, 체육관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해설
새 학교에 관해 담임 선생님, 학급의 남녀 비율, 급식 메뉴, 점심시간은 언급
되었지만, ⑤ ‘체육관의 위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13 ③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헌 옷 처리
정답과 해설

69

색으로 삼다 •just in case 만약을 위해서

해석
남 뭐 하고 있니?
여 옷 더미를 옮기는 중이야. 도와주겠니?

15 ② 

남 물론이지. 어디로 가?
여 그것들을 버리려고 해. 내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했어.
남 하지만 버리기엔 아직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책 반납 부탁

여 알아, 하지만 그것들은 나한테 너무 작아.

해석

남 그거 알아? 옷은 분해되는 데 3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대. 설상가상으로

남 S
 am은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그는 오늘 그 책들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기말고사 공부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것은 분해될 때 많은 유독 물질을 배출해.

그는 도서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마침 그의 사촌 Anna가 그의 가

여 정말이니? 옷을 버리는 게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니?
남 응. 그래서 말인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부하는 게 어때?

족을 방문 중이고, 그는 Anna에게 그를 대신해서 책을 반납해 달라고 부

여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탁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지만 공공

남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고 환경도 보호하는 거야.

도서관에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곳에 가는 길을

여 그래.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가 되겠구나.

정확하게 알려 주고 이제 도서관 가는 방향을 그녀가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am이 Anna에게 뭐라고 말하겠습

해설

니까?

여자가 작아서 못 입는 옷을 버리려고 하자 남자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들에게 기부할 것을 제안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돕고 환경도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

Sam 내가 말한 거 전부 이해했니?
해설

래.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가 되겠구나.’이다.

Sam이 Anna에게 도서관 가는 길을 알려 주고 그녀가 그것을 이해했는지를

① 정 그렇다면,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지.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이므로, Sam이 Ann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내가 그 옷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② ‘내가 말한 거 전부 이해했니?’이다.

④ 나의 기부가 너의 힘든 일에 도움이 되길 바라.

① 내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니?

⑤ 하지만 난 환경 오염에 기여하고 싶지 않아.

③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④ 네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니?

어휘
•a pile of ~ 더미, 무더기 •sort out ~을 정리하다 •decompose 분해되
다 •emit 배출하다, 내뿜다 •toxic 유독한 •contribute ~의 원인이 되다,
기여하다 •donate 기부하다 •conserve 보존하다

14 ④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⑤ 거기에 가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니?
어휘
•be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 16~17 ] 16 ③ 17 ④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사진 전시회

소재 전원생활

해석

해석

여 세호야,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 거니?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도시 생활에 싫증이 나시나요? 도시에서 벗어

남 사진 전시회를 보러 방송국에 갈 거야.

나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건 어떠세요? 저는 오늘 시골에 있는 저

여 방송국에서 사진 전시회를? 재밌게 들리는데, 표를 구하기 어렵지 않았니?

희 아름다운 집에서의 전원생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방에서 물가

남 아니야, 나에게 초대권이 있어. 나와 같이 갈래?

의 경치가 보이는 이 집은 자연과 가까운 평화로운 생활을 제공합니다.

여 그거 좋을 것 같아. 전시회에 대해 내게 좀 더 말해 줄래?

이 집은 작지만 아주 매력적인 현대식 집입니다. 여러분은 마을 외곽에

남 물론이지. ‘Happy Challenge’라는 유명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

있는 호수를 보면서 산길을 따라 거닐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의 불편함
을 염려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와 은행 몇 개가 걸어서 10

장면들을 특집으로 다룬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어.

분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

여 아, 그것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전시가 지난주에

고, 새로운 고속도로까지는 차로 단 15분이 걸립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니?

오셔서 신선한 공기와 새 집에서의 안락한 생활 방식을 즐기세요.

남 아닐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
여 만약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자. [잠시 후] 유감스럽지만, 내가 맞
았어. 그건 지난 일요일에 끝났어.
남 안 돼! 내가 기회를 놓쳤다니 믿을 수 없어.

해설

16

전원생활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해 소개하며, 불편함이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

해설

장 적절한 것은 ③ ‘시골 생활에서의 즐거움’이다.

남자가 토요일에 갈 계획이던 사진전이 지난주에 끝났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① 집을 고르는 방법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안 돼! 내가 기회를 놓쳤다니 믿을 수

② 전원생활의 불편함

없어.’이다.

④ 전원생활과 도시 생활의 차이점

① 세상에! 그것을 보는 게 너무 기다려져.

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②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

17

③ 자, 언젠가 네 사진을 보고 싶어.
⑤ 그래, 네가 맞는 것 같아. 네 의견을 따를게.

어휘
•be sick and tired of ~에 실증이 나다, ~에 진절머리가 나다 •charming

어휘
•broadcasting station 방송국 •exhibition 전시회 •feature 특집하다, 특

70

전원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 시설로 초등학교, 은행, 시장, 고속도로
가 언급되었지만, ④ ‘병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매력적인 •wander 거닐다 •path 길, 오솔길 •inconvenience 불편

19 회

실전 모의고사

pp. 112~113

면 새로운 도서관에 책을 둘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은 우리 도서관 장서에 더하고 싶은 책의 구매 요청을 할 수

1⑤

2④

3③

4②

5④

6④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소장에 유익한 책을 학교 도서관이 주문

7④

8③

9②

10 ③

11 ③

12 ③

하기를 원한다면,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 금요일까지 사서 선생님께 제

13 ②

14 ②

15 ①

16 ③

17 ④

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1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학교 건물 공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서관에 추가 도서 구매 요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소재 피아노 대회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도서 구매 요청에 대해 공지하려고’이다.

해석

어휘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convert 전환시키다, 개조하다 •purchase

남 안녕, Judy. 네 피아노 대회는 어땠니?
여 괜찮았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있었어.
남 긴장되지는 않았니?

구매 •beneficial 유익한, 도움이 되는 •librarian 사서

4②

여 실은, 내 손가락이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어 있었어.
해설

의견 추론

소재 친구 사이의 예의

피아노 대회에 참가했던 여자에게 남자가 긴장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실은, 내 손가락이 처음
에는 너무 긴장되어 있었어.’이다.

해석
여 얘, 너 왜 혼자 있니? 넌 항상 너의 가장 친한 친구 유진이와 함께 있잖아.
남 그 애와 나는 말을 안 하고 있어.

① 신경쓰지 마, 최선을 다할게.

여 오, 무슨 일이 있었니?

② 네가 긴장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야.

남 음… 내가 그녀의 어두운 피부색을 놀렸어. 난 그 애가 그것에 그렇게 민

③ 넌 잠시도 날 속일 수 없어.

감한 줄 몰랐거든.

④ 진정해, 너무 상심하지 마.

여 그래서 그녀가 너한테 화가 났구나, 응? 대부분의 십 대들은 자신의 외모

어휘

에 아주 민감해. 너 정말 사려 깊지 못했어.

•attend 참석하다 •no wonder ~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은 당연하다

남 난 그냥 장난으로 그랬어.

•fool 속이다 •tense 긴장된

여 얘,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

2④

는 거야.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남 하지만 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여 있잖아. 너는 네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해. 그녀가 네 말에 배신감

소재 옷 쇼핑

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애는 널 믿었을 테니까.

해석

남 그래, 네가 옳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게 후회가 돼.

여 도와 드릴까요?

여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어때?

남 제 딸아이에게 줄 긴 드레스를 찾고 있어요.

남 알았어. 그럴게.

여 이건 어떠세요? 신상품이고 고품질입니다.

해설

남 음…. 다른 것을 보여 주시겠어요?

남자가 친한 친구에게 외모에 대해 장난을 쳐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된 상황

해설

을 듣고 여자는 친구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

여자가 신상이면서 고품질인 드레스를 보여 주면서 어떤지 묻고 있으므로,

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이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음…. 다른 것을 보여 주시
겠어요?’이다.
① 제가 쇼핑 목록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반 •from the bottom of one’s heart 진심으로

② 와, 그 화장대 어디에서 샀어요?
③ 좋네요. 어느 게 저한테 더 잘 어울리나요?

5④

⑤ 같은 값이면,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겠어요.

관계 파악

소재 베이비시터 면접

어휘
•brand-new 신상품의 •dresser 화장대, 서랍장

3 ③

어휘
•be on speaking terms 말을 하다 •sensitive 민감한 •betrayal 배신, 배

해석
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Henry입니다.
목적 파악

소재 도서 구매 신청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학교 교장 Carl An-

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Henry 씨. 제 이름은 Jessica Simpson입니다.
남 제 딸아이 Jenny는 방금 잠이 들었어요. 아이는 9개월이에요.
여 너무 귀엽네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남 아니요, 외동이에요. 제가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아내가 병
원에 있는 동안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derson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학교에 있을 변화로 신이 나 있을 줄

여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네요. 제가 아기를 잘 돌보아 드릴게요.

압니다. 우리에게는 학교 건물과 시설에 상당한 개선을 더하려는 거창한

남 아기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들은 바와 같이, 새 체육관을 짓

여 물론이죠. 저는 대학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했고 아기를 돌본 경험도 많답

고 기존 체육관은 또 하나의 도서관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

니다. 걱정 마세요.
정답과 해설

71

어휘

남 알겠습니다. 제 딸을 잘 돌봐 주세요.

•lounge (공항 등의) 라운지 •duty-free shop 면세점 •cosmetics 화장품

해설
아기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기를 맡아 돌봐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아기
아빠와 그 일을 하게 될 베이비시터 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의뢰인–베이비시터’이다.

•pick up ~을 찾다〔찾아오다〕

8 ③

이유 파악

소재 피곤한 남자

어휘
•go off to sleep 잠이 들다 •only child 외동 •nursery education 유아
교육 •babysitter 베이비시터, 아기 봐 주는 사람

해석
여 너 오늘 아침 안 좋아 보인다. 문제되는 일이 있니?
남 글쎄, 오늘 약간 피곤해.

6 ④

그림 정보 파악

여 잠을 충분히 못 잤니?
남 사실은 내 남동생이 감기에 걸렸고 부모님은 여행 가서 안 계셔.

소재 배드민턴 라켓 찾기

여 그래서 네가 밤새 네 남동생을 돌보고 있었구나?
남 아니. 그는 약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잤어.

해석

여 그러면, 네가 그에게서 감기가 옮았니?

남 엄마, 제 배드민턴 라켓 보셨어요?

남 다행히 난 아니었어. 실은 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내 남동생 대신 일을

여 그것을 또 잃어버렸니? 현관 벽장 안에 봤어?
남 지금 그 안을 보고 있어요. 아래쪽 선반에 공구 상자는 보이지만 제 라켓
은 아니에요.

해야 했어.
여 아, 그의 근무 시간을 대신할 사람을 못 구했구나. 오늘도 일을 해야 하니?
남 이젠 아냐. 오늘은 좀 쉴 거야.

여 맨 위 선반은 봤니? 거기 위에 침낭이 있을 텐데.
남 네, 보여요.

해설

여 그 옆에 네 배드민턴 라켓이 있지?

남자는 남동생이 아파서 대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했

남 아니요. 코펠(캠핑에서 쓰는 휴대용 취사 도구)이 있어요.

으므로, 남자가 피곤한 이유는 ③ ‘동생 대신 일을 해서’이다.

여 음…. 그럼 바닥 오른쪽에 뭐가 보이니?

어휘

남 네, 큰 여행 가방 아래 말씀이세요?
여 그래. 큰 종이 상자가 있지 않니? 내 생각엔 네 배드민턴 라켓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medication 약 •shift 근무 시간, 근무 조

9 ②

남 알겠어요. 감사해요.

수치 정보 파악

소재 책 연체료와 손상 비용

해설
종이 상자 위에 있는 것이 큰 여행 가방이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구급 약통
이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해석
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이 책 두 권을 반납하려고 해요. 여기 있습니다.

어휘
•hall 현관, 복도 •closest 벽장 •tool box 공구 상자 •sleeping bag 침낭

여 오, 그 책들은 2주 연체인 것 같네요.

•portable 휴대용의 •cardboard box (판자로 된) 종이 상자

남 기한이 다 된 것을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연체료는 하

7 ④

할 일 파악

소재 공항에서

루에 25센트입니다.
남 하루 한 권당 25센트를 지불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건 상당한 돈이네요.
여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된 거죠?
남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표지가 찢어졌어요.

해석
남 이제 우리 짐도 다 부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여 그래요, 우리 비행기는 두 시간 후에 출발할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우리
뭐 할까요?
남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할까요?

여 음… 손상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해야겠어요.
남 세상에나. 얼마인가요?
여 2
 달러입니다.
남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네요.

여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해설

남 음…. 공항 라운지에서 책을 좀 읽는 건 어때요?

남자는 책 두 권을 2주간 연체하였으므로 하루 25센트씩 두 권의 14일 연체

여 두 시간 동안이요? 그건 너무 지루해요.

료는 7달러이고, 책 한 권의 표지가 찢어진 것에 대해 2달러를 내야 하므로,

남 그럼 두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은데요?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9달러’이다.

여 면세점에 가는 건 어때요?

어휘

남 오, 세상에나! 잊어버릴 뻔 했어요! 우리 2주 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화
장품을 샀잖아요.

•by mistake 실수로 •tear 찢어지다, 찢다 •charge (요금·값을) 청구하다
•expense 비용, 지출

여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남 그래요, (면세품) 인도장으로 가죠.
해설
두 사람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까지 두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대

10 ③ 
소재 세계 꽃 박람회

화하다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산 것이 기억났고 그것을 찾으러 가기

해석

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면세품 인도받기’이다.

여 안녕! 주말 잘 보냈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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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유무

남 잘 보냈어. 난 호수 공원에서 열린 세계 꽃 박람회에 갔었어.

여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 재미있었겠다. 즐거운 시간 보냈어?

남 공항 픽업 특별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남 응, 정말 좋았어. 30개국에서 온 320개가 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거든.

여 데려다주는 것도요.

여 거기에서 꽃을 전시만 했니 아니면 꽃이나 화분을 팔기도 했니?

남 좋아요. 이제 예약할게요.

남 아, 전시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꽃들도 많이 있었어.

해설

여 멋지다. 특별한 활동도 있었어?

두 사람은 3박에 500달러 이상이 넘지 않고, 더블 침대가 두 개 있으며 시내

남 응. 실제로, 우리가 꽃꽂이를 한 D.I.Y. 부스가 있었어.

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공항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서비스가 있는

여 재미있었겠네.
남 그랬어. 난 장미 정원에 있는 특별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웠어.

어휘

여 정말 근사한데! 나도 너와 함께 갔어야 했는데.

•afford ~할 여유가 되다 •as ~ as possible 가능한 ~한

남 다음에 거기에 가는 게 어때? 표는 인당 10달러밖에 안 해!
해설
세계 꽃 박람회는 호수 공원에서 열리며, 32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였고,
체험 행사로 꽃꽂이를 하는 부스가 있었으며, 입장료가 10달러라고 언급되었
지만, ③ ‘박람회 기간’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13 ②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동아리 만들기
해석

어휘

여 얘, Steve. 이리 와서 게시판을 좀 봐 봐.

•display 전시하다 •do-it-yourself 스스로〔손수〕 하는

11 ③

호텔을 찾고 있으므로, 남자가 예약할 호텔은 ③이다.

남 와, 학교 동아리가 많구나.
여 응. 난 학교 방송 반에 가입하고 싶어. 같이 가입하자.
내용 불일치

남 미안하지만, 난 그런 동아리엔 관심이 없어.
여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데?

소재 다문화 이해를 위한 걷기 행사

남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을 수가 없어.

해석

여 뭘 생각하고 있는데? 말해 봐.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Walk for Harmony가 5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에

남 사실, 난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근데 목록에 없네.

열립니다. Walk for Harmony는 풍성한 문화적 다양성을 하나로 합치

여 그것 참 안됐구나.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동아리를 네가 직접 시작하면 돼!

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다문화

남 내가? 혼자서?

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걷는 거리는 2km입

여 그건 쉬워.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할 일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니다. 여러분은 100m마다 체크포인트를 마주치게 되고 활동, 교육적인

여기저기에 붙이기만 하면 돼.

정보나 간단한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길을 따라 함께 걷는 분들과

남 누군가가 내가 포스터 만드는 걸 도와주면 좋을 텐데.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포인트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과 유사

여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을 기반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행사
는 비가 오든 날이 개든 진행되며 모든 참가자에게 무료 부채를 제공합
니다.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
문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다양한 문화의 조
화로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해설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지만 학교 동아리 목록에 없다는 남자의 말에 여
자가 동아리를 직접 시작하라고 제안했고 남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이다.

해설

① 나는 네가 그 동아리에 가입하길 바라.

100m 걸을 때마다 체크포인트가 있어 활동이나 교육 정보, 간단한 테스트가

③ 여기 모든 동아리 회원들의 목록이 있어.

주어진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100m 걸을 때

④ 포스터를 벽에서 떼면 안 돼.

마다 점수를 얻는다.’이다.

⑤ 동아리 회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해.

어휘

어휘

•bring together 합치다, 묶다 •diversity 다양성 •awareness 인식

•bulletin board 게시판 •sign up for ~을 신청〔가입〕하다

•encounter 마주치다 •rain or shine 비가 오든 날이 개든, 날씨에 관계 없

14 ② 

이 •accompany 동반하다

12 ③

도표 정보 파악

소재 숙소 고르기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발목 부상
해석
남 얘, Alice. 무슨 문제가 있니?

해석

여 어제 배드민턴 치다가 발목을 다친 것 같아.

여 비행기 표 예약했어요?

남 오, 저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니?

남 네. 이제 우리는 호텔을 결정해야 해요.

여 그냥, 셔틀콕을 세게 내려치고 나서 내가 실수로 넘어졌고 그 다음은 너

여 근데, 3박에 500달러 이상을 낼 여유가 안 돼요.

도 알다시피, 아주 많이 아팠지 뭐.

남 알겠어요.

남 끔찍해라. 그걸로 병원에는 갔었니?

여 어른 둘에 아이 둘이 쓸 거니까 더블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 필요해요.

여 아니. 그냥 통증 완화를 위해 얼음을 좀 올려놓았어.

하지만 전망은 상관없어요.
남 나도 그래요. 음…. 나는 가능한 한 시내와 가까우면 좋겠어요. 모든 박물
관들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남 그게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치료법일 뿐이야.
여 걱정 마. 내가 곧 회복해서 뛰어다닐 테니까.
남 이것 봐. 그건 심각한 문제야. 내 생각엔 네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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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을 것 같아.

사랑’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시선을 맞추

여 음….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는 것이 신뢰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의 표시이지만, 일부 다른 문화의

남 (나중에) 후회하느니 미리 조심하는 게 나아.

사람들은 존중을 보여 주기 위해 시선 맞추기를 피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문하고 있는 나라에 따라 적절한 몸짓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해설
배드민턴을 치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여자에게 남자가 병원에 가 볼 것을 권

해설

하고 있다. 남자가 여러 차례 권하자 여자는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

16

고,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나중에) 후회하느니 미

말보다 강력한 보디랭귀지가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
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각 문화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리 조심하는 게 나아.’이다.

보디랭귀지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①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보디랭귀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이다.

③ 실내에서 뛰어다녀서는 안 돼.

① 보디랭귀지의 종류들

④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② 보디랭귀지를 이해하는 방법

⑤ 너와 배드민턴 치는 게 너무 기다려져.

④ 직장에서의 보디랭귀지 사용

어휘

17

⑤ 보디랭귀지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들

•smash 세차게 치다 •shuttlecock (배드민턴의) 셔틀콕 •in pain 아픈
•relieve 경감하다, 덜다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remedy 치료법,
치료(약) •in no time 곧, 즉시 •be better off (~하는 것이) 더 낫다〔좋다〕

고개 끄덕이기, 코 두드리기, 손가락으로 ‘V’ 표시하기, 시선 맞추기 등
이 보디랭귀지로 언급되었지만, ④ ‘손가락 꼬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nod (고개를) 끄덕이다 •approval 찬성, 승인 •signify 의미하다 •negative

15 ①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부정(의) •tap (가볍게) 톡톡 두드리다 •confidential 비밀의 •gesture 손짓,
몸짓 •confidence 신뢰, 자신감 •attentiveness 주의를 기울임

소재 관광지에서 택시 탑승
해석
남 민준이는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는 이번 주에 대영박물관,
버킹엄 궁전, 템스 강과 같은 많은 관광지를 여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는

2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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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18~119

도시 전체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소에 가고 싶습니다. 그는 런던 탑에

1④

2③

3③

4⑤

5①

6④

가기 위해 택시를 탑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그는 몇몇 사람

7⑤

8⑤

9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④

17 ①

들이 탑 쪽으로 향한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갑자기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운전사
에게 차를 세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준이는 택
시 운전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민준

1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여기서 저를 내려 주시겠어요?
소재 헤어스타일

해설
민준이는 영국 여행 중에 런던 탑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탔고 탑 근처에서 오
솔길을 따라 걷고 싶어서 차를 세워 달라고 부탁하려는 상황이므로, 민준이
가 택시 운전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기서 저를 내려 주시겠

해석
남 B
 obby 헤어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Jin, 머리가 아주 길게 자랐네
요. 당신에게 더 잘 어울려요.

어요?’이다.

여 네, 하지만 더워서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②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남 어떻게 자르고 싶으세요?

③ 조금 천천히 가 주시겠어요?

여 단발머리 스타일로 잘라 주시겠어요?

④ 궁전까지 요금이 얼마인가요?

해설

⑤ 박물관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긴 머리가 어울린다고 했지만 여자는 더워서 머리를 자르고

어휘

싶다고 했고, 남자가 어떻게 자르고 싶은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tourist spot 관광지, 관광 명소 •destination 목적지 •trail 오솔길 •pull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단발머리 스타일로 잘라 주시겠어요?’이다.
① 저 방금 머리 잘랐어요.

over 길 한쪽으로 빠지다〔차를 대다〕

② 아니요, 전 파마머리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아요.

[ 16~17 ] 16 ③ 17 ④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보디랭귀지

⑤ 네, 제 머리를 기르기로 결정했어요.
어휘
•look good on ~에게 잘 어울리다 •bob 단발 (머리)

해석
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보통 말로 하는 언어보다 더 강력
한 무언가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보디랭귀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
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지만 때로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 간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대체로 동의나

2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야구 경기

찬성을 의미하지만, 그리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

해석

다. 그리고 코를 톡톡 두드리는 것이 영국에서는 ‘비밀’을 뜻하지만, 이탈

여 얘, 이번 주 토요일에 수영장에 가는 게 어때?

리아에서는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V’ 손짓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사

남 미안하지만, 다른 할 일이 있어. Red Sox와 Dodgers가 하는 월드 시

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V’ 손짓을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대개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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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와, 네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맘에 들어.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리즈 경기를 보러 Dodger Stadium에 갈 거야.

여 정말? 표 어떻게 구했어? 그 경기는 벌써 다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해설

남 그게, 사실은 Jerry가 나한테 표를 줬어.

진로에 대해 엄마와 의견이 달라 고민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자신이 정말 원하
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서 어머니에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구하기 어려운 경기 표를 어떻게 구했는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게, 사실은 Jerry가 나한
테 표를 줬어.’이다.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어머니께 보여 드려라.’이다.
어휘
•pursue 가다, 추구하다 •science track 이과 계열 •handle 다루다, 처리

① 그래, 그게 내가 거기 못 가는 이유야.
② 걱정 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사 줄 수 있어.

하다

④ 이번엔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떠니?
⑤ 좋아.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나도 데려가 줘.

5①

어휘
•wherever (~하는 곳은) 어디든지

3③

관계 파악

소재 가수의 바쁜 일정
목적 파악

해석
남 R
 ebecca, 일어나요. 우리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여 오, 벌써 도착했어요?

소재 모둠 활동의 장점

남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대기실로 가죠.
해석

여 하지만 저 배가 고파 죽겠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뭔가 좀 먹어야겠어요.

남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둠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중 극소수

남 좋아요. 그러면 제가 뛰어가서 빵을 좀 사 오죠. 신곡이 나와서 다시 매우

만이 실생활에서 혼자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바빠졌네요.

나 아이디어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모둠 활동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여 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좋아해 줘서 다행이죠.

함께 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될 실제 삶에 대한 좋은 연습입니

남 멜로디가 아주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생방송이 끝나고 6시

다. 모둠 활동은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을지도 모르는 학급 친구를 사귈 기회를 줍니다. 아마도 세 번

에 팬미팅에 참석해야 해요. 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여 오늘은 그게 다인가요?

째 줄에 앉은 조용한 남자아이, 그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길 아래쪽

남 아니요. 팬미팅 후에, ‘Life Magazine’과의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에 살았을 겁니다. 모둠 활동은 또한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지 못하는 기

여 아이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네요.

술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에 일하기, 정
해설

리하기, 참을성 가지기입니다.

신곡을 발표하고 바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와 그녀의 매니저 사이의 대화
해설

로, 두 사람의 괸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매니저–가수’이다.

앞부분에서 모둠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고, 모둠 활동은 실제 삶에 대
한 연습이며, 친구와 사귀는 기회가 되고, 잘 못하는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어휘
•starve 배고프다 •relief 안심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

‘모둠 활동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려고’이다.
어휘
•require 요구하다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 •patient 참을성 있는

6④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집 구경하기

4⑤

의견 추론

소재 진로 고민

해석
여 들어오셔서 둘러보세요. 여기 살던 사람은 어제 이사 나갔어요.
남 좋아 보여요. 그럼 가전제품이 딸려 있는 거죠?

해석

여 네. 싱크대 옆에 작은 냉장고가 있어요.

[전화벨이 울린다.]

남 좋네요. 그리고 구석에 저것은 세탁기인가요?

여 여보세요. 저는 진로 상담사 Tanya입니다. 도와 드릴까요?

여 네, 그래요. 책상 위쪽 벽에는 에어컨도 있어요.

남 여보세요. 저는 17살 남자아이 David라고 합니다.

남 오, 아주 좋아요! 근데, 책상만 있네요. 의자는 아파트에 딸려 있지 않은

여 안녕하세요, David. 걱정이 뭔가요?
남 제 미래 직업에 관한 것이에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과 계열을
가길 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여 꽤 심각한 것 같네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께 말씀드렸나요?

건가요?
여 딸려 있지 않아요. 본인 의자를 가져오셔야 해요.
남 알겠어요. 그리고 저 창문 아래 침대가 좀 낡아 보이네요. 새 걸 하나 사
야겠어요.

남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 봐야 소용없어요. 들으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 동네에서 이 월세로 괜찮은 물건 못 찾아요.

여 아, 저런. 제 생각엔 어머니가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는

남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계약서에 서명할게요.

것 같아요. 본인의 꿈에 대해 어머니께 말해 보세요.
남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저를 애 취급하세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제가 하
길 바라세요.
여 알겠어요. 그렇다면 요리를 배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보는
건 어때요? 어머니에게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줄 필
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남 네. 감사합니다. 조언을 따르도록 노력해 볼게요.

해설
책상만 있고 의자는 아파트에 딸려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의자가 있
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come with ~이 딸려 있다 •appliances 가전제품 •decent 괜찮은, 제대
로 된 •contract 계약(서)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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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⑤

할 일 파악

소재 감기

여 와, 멋져 보여. 그것들은 얼마야?
남 한 벌에 30달러인데, 난 10벌을 사야 해.
여 나쁘지 않네. 배송비는 어때?
남 주문이 250달러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추가 10달러야. 그 이상이 되면 무

해석

료야.

여 오, Jake. 너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그런데 너 괜찮니?

여 음. 네 주문은 그것보단 많겠네, 그렇지?

남 사실은, 저 감기 걸린 거 같아요.

남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여 어머, 고열과 콧물이 있구나. 병원에 가자.
남 하지만 전 오늘 아주 중요한 수학 시험이 있어요. 지금 그걸 준비해야 해요.
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감기약을 사다 줄게.

여 좋다. 그럼 얼마나 할인받니?
남 1
 0퍼센트야. 적은 금액은 아니지.
여 그런데 왜 10벌만 사니? 너희 팀에는 11명이 있잖아.

남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험 보는 동안 졸리고 싶지 않아요.
여 제발. 너 오늘은 학교에 안 가는 게 좋겠어. 내가 선생님께 전화해서 네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릴게.

남 그야 골키퍼는 다른 운동복을 입기 때문이지. 아무튼 난 그것들을 현금으
로 지불할 거야.

남 제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해설

여 음. 좋아. 정 그렇다면 가렴. 학교까지 태워다 줄까?

남자는 현금 할인 10퍼센트를 받아 30달러짜리 유니폼을 총 10벌 사려고 하

남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통학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

며 총 주문액이 250달러가 넘으면 배송비가 무료이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
은 ① ‘270달러’이다.

에 뜨거운 치킨 수프를 좀 먹고 싶어요.
여 좋아. 내가 금방 해 줄게.

어휘
•shipping charge 배송료 •in cash 현금으로 •jersey (운동 경기용) 셔츠

해설
남자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지만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 학
교에 꼭 가고자 하는 상황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버스 타고 학교에 가기 전에
뜨거운 치킨 수프를 먹고 싶다고 했고 여자가 금방 해 주겠다고 했으므로, 여
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치킨 수프 준비하기’이다.

10 ③ 

언급 유무

소재 농구 경기 응원
해석

어휘
•high fever 고열 •have a runny nose 콧물이 흐르다 •remedy 치료약
•drowsy 졸리는 •if you insist 정 그렇다면

여 어디 있었니, Kevin?
남 서울 학생 체육관에 있었어요. 우리 학교 농구팀이 큰 시합이 있었거든요.
여 그래서 너희 학교 팀을 응원하러 거기에 갔구나. 그들이 누구와 경기하고

8 ⑤

이유 파악

있었니?
남 동부 고등학교와 결승전이었어요.

소재 퇴사

여 틀림없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해석

여 음, 너희 학교가 이겼니?

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Dylan?

남 전반 말에는 두 팀이 동점이었어요. 그런데 후반에 우리가 대량 득점해서

남 네, 500명 가까운 팬들이 있었어요.

남 그럼요, Julie. 무슨 일이에요?

경기를 이겼어요.

여 음, 제가 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 그럼 너희가 우승팀이니? 멋지구나.

남 정말요? 최근에 당신이 장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일에 싫증이
났나요?

남 네. 경기는 3시 30분에 끝났는데, 피자집에서 축하하고 있어요.
여 네가 즐거운 날을 보내서 기쁘구나.

여 아니요, 일은 저에게 재미있어요.
남 그리고 당신은 항상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잖아요.

해설

여 그래요. 작년 연말에는 월급이 인상되어서 급여도 만족스러워요.

학교 농구팀 경기를 응원하러 간 남자가 말한 정보에 따르면 경기 장소는 서

남 그럼 문제가 뭔가요? 통근 거리가 먼가요?
여 아니요. 사실은 제 동료들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 아, 안됐네요.

울 학생 체육관, 관중 수는 약 500명, 우승팀은 남자의 학교 팀, 경기 종료 시
각은 3시 30분이다. ③ ‘최종 점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해설
여자는 동료들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으므

•tie 동점을 이루다, 비기다 •celebrate 축하하다

11 ④ 

로, 여자가 퇴사하려는 이유는 ⑤ ‘동료와 불화가 있어서’이다.

소재 Youth Camp

어휘

해석

•be tired of ~에 싫증이 나다 •review 평가 •compliment 칭찬 •get a

raise 월급이 오르다 •commute 통근 거리 •disagreement 불화, 다툼

9 ①
소재 축구복 구매

내용 불일치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 West Valley에서 열리는 Youth Camp
를 안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캠프는 연령을 근거로 하여 두 타입으
로 나뉩니다. 13-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캠프는 7월 14일이 있

수치 정보 파악

는 그 주에 열립니다. 6-12세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캠프는 8월 4일
이 있는 그 주에 열립니다.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이 캠프를 놓치지 마세
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 수중 배구, 인라인스케이트 타기와 같은 여러

해석

종류의 스포츠 행사와 게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전

여 안녕, Harry. 너 온라인으로 뭐 사고 있니?

거나 스케이트를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제공해 드

남 응. 우리 축구팀을 위해 새 유니폼을 주문하는 중이야.

릴 것입니다. 하지만 수영복과 물총은 잊지 말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76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물총 싸움이 마지막 날 있을 물놀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더 자
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⑤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있니?
어휘
•competition 경연 대회, 경쟁 •make a big deal 유난을 떨다

해설
자전거나 스케이트가 제공되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인라인스케이트를 준비해 가야 한다.’이다.
어휘

14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휴대 전화 사용 제한

•be divided into ~으로 나누어지다 •offer 제공하다

해석

12 ④

도표 정보 파악

여 저는 제 아들이 너무 걱정이에요.
남 아, 왜요?

소재 중국어 수업

여 어제 새벽 2시에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친구
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해석
여 B
 rian, 겨울 방학 동안 어떤 중국어 수업을 들을지 결정했니?

남 그의 전화기 사용에 대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나요?

남 아니 아직, 하지만 회화 수업을 들을까 생각 중이야.

여 안 두었어요. 그 애가 잘 시간에 그것을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 오, 나도 그럴 참이야. 같이 듣자.

남 전 당신이 확실하게 전화기 사용 제한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좋아. 음…. 회화 수업은 두 개의 레벨이 있어. 어느 것이 더 좋니?

여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은 기다리면서 지켜봐
야 할까요?

여 글쎄, 모르겠어. 너는 어때?

남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와 이야기를 해 봐요. 잘

남 난 중급반을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시간에는 전화기를 당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그에게 말해요.

여 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니?
남 아니야. Hong 선생님은 훌륭하셔. 나는 단지 주중 오전에 수학 수업이

여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가 매우 실망할 거에요.
남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기가 그의 시간을 빼앗을 거예요.

있어서 그래.
여 오, 그렇구나. 그럼 오후 수업을 듣자. 내 생각에 너는 상급반 수업을 들

해설

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여자는 아들이 잠잘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남 글쎄, 쉽지는 않겠지만, 좋아.

남자는 자녀의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해설

아이가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회화 수업 중 평일 오후에 하는 상급반 수업을 듣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것은 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기가 그의 시간을 빼앗을 거예요.’이다.

수강할 수업은 ④이다.

① 당신 아들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요.
② 그에게 며칠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때요?

어휘
•prefer 선호하다 •intermediate 중급의 •advanced 상급의

13 ④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연예인 만난 일
해석
여 안녕, James. 주말은 어땠니?
남 이번 주말에 생긴 일을 믿을 수가 없어.
여 무슨 일인데?
남 친구 몇 명과 카페에 갔었는데, 한 남자가 우리 옆에 앉았어. 그게 누구였
는지 아니?

③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④ 걱정 마세요. 그 점에서는 당신에게 동의해요.
어휘
•text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restriction 제한 •occur to ~에게 떠오르
다 •definitely 확실하게 •enforce ~을 강행하다, 강요하다 •harsh 가혹한

15 ④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공원
해석
여 S
 teve는 동네 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원을 걸어 다니면서 아무

여 얼른. 말해 봐. 누구였는데?

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초여름 어느 화창한 날에

남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래퍼였어. 너 랩 경연 TV 쇼에서 지난 시즌 우

잔디밭을 가로질러 걷다가, 그는 한 젊은 남자가 큰 개와 산책하는 것을

승자 알고 있니?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큰 개를 피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고 있

여 당연하지! 나도 그 사람의 열렬한 팬이야. 실물이 더 낫니?

습니다. 개의 공원 출입이 허용되지만 규정이 개들을 목줄로 매어두도록

남 응. 훨씬 더. 그의 목소리도 너무 멋있었어.

요구한다는 것을 Steve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는 줄에 매어져 있

여 와, 그 사람이랑 대화도 했니?

지 않고, Steve는 그것이 공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남 응.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 그리고 내 수첩에 그의 이름을 사인해 줬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teve는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 나와 사진도 찍었어.
여 오, 너한테 조금 질투나기 시작하고 있어.

Steve

공원에서는 모든 개들이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해설

해설

Steve는 공원에서 남자가 목줄이 매어 있지 않은 큰 개와 산책하는 모습을

남자가 주말에 카페에서 우연히 좋아하는 래퍼를 만나게 되었고 그 래퍼와 이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Steve가 남자에게 할 말로 가장

야기도 하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적절한 것은 ④ ‘공원에서는 모든 개들이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이다.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오, 너한테 조금 질투나기 시작하고 있어.’이다.

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개인가요?

① 어디 보자. 내가 어디에 사인을 하면 될까?

② 괜찮으시다면, 제가 강아지를 만져 봐도 될까요?

② 그래, 나는 그가 우승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

③ 유감스럽지만 애완동물은 공원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네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⑤ 죄송하지만 개가 잔디를 밟지 못하게 해 주세요.
정답과 해설

77

어휘

새로운 곳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grassy 풀로 덮인, 풀이 무성한 •leash (개 등을 매어 두는) 가죽끈, 밧줄

장 적절한 것은 ① ‘좋아요, 그렇게 해요.’이다.

•keep away from ~에 가까이 하지 않다

② 거기 음식 주문하는 거 질렸어요.
③ 인도 음식이 당신에게는 너무 매운가요?

[ 16~17 ] 16 ④ 17 ①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④ 전에 거기 가 본 적 있어요?
⑤ 오늘 밤엔 외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재 실험실 사용에 따른 안전 예방 조치

어휘

해석

•starve 몹시 배고프다 •spicy 매운, 양념 맛이 강한 •dine out 외식하다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실험실 조교 Alex입니다. 이번 학기
에 여러분은 학교 2층에 있는 실험실에서 매주 화학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준비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여
러분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예방 조치가 준수되야 한다고 강
조합니다. 우선, 실험 가운, 고무장갑, 보호 안경을 항상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닥에 깨진 유리 제품이나 화학 약품이 있
을 경우에 대비하여, 실험실에서는 신발도 꼭 신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이나 음료는 실험실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요. 마
지막으로, 머리가 매우 길면 실험실에서는 뒤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실
험실 안내서에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지시에 따
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TV 시청
해석
여 Ted, 또 TV를 보고 있네. 넌 정말 TV광이구나.
남 유감스럽지만 그래. 그건 그렇고, 이 프로그램 정말 재미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여 난 TV를 거의 보지 않아서 말하기가 어렵네.
남 정말? 내가 TV 보는 시간을 줄이면 좋을 텐데.
해설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설

16

실험실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예방 조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학교 화학
실험실에서의 안전 지침’이다.

은 ④ ‘정말? 내가 TV 보는 시간을 줄이면 좋을 텐데.’이다.
① 맞아. 넌 TV를 덜 봐야 해.
② 걱정 마. 난 오늘 밤에 재방송을 볼 거야.
③ 그렇구나. 어느 프로그램을 볼지 결정할 수가 없네.

① 실험 보고서에 중요한 것들

⑤ 물론이지. 난 지난밤에 TV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봤어.

②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쉬운 화학 실험들
③ 이번 학기의 화학 실험실 일정

어휘
•fanatic (~에) 광적인 사람, 광신자 •rarely 거의 ~ 아닌

⑤ 과학 실험을 위해 꼭 있어야 할 물품들

17

실험실에서는 실험 가운, 고무장갑, 보호 안경,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① ‘모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chemistry 화학 •lab 실험실 •assist 돕다, 도움이 되다 •responsibility

3②

목적 파악

소재 비행기 탑승 촉구

책임 •precaution 예방 조치, 예방책 •lab coat 실험실 가운 •glassware

해석

유리 제품 •chemicals 화학 약품〔제품〕 •manual 안내서, 설명서

여 안녕하세요,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J302편 비행기가 탑승을 거의 마쳤
습니다. 하지만, 몇몇 승객분들이 아직 탑승하지 않으셨습니다. J302편
으로 마닐라로 가시는 승객 Angelica, Evra, Rolando 씨는 3번 게이트
로 즉시 가 주시기 바라며, 그곳에는 여러분의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가

21 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닐라로 가는 J302편의 승객 Angelica, Evra,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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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nde 씨를 위한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입니다. 이 비행기는 10분 후
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분 이내에 여러분의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3번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수하물은 비행기에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는 10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아직 탑승하지 않은 세 명의 승객들에

1 ①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저녁 식사
해석

게 탑승을 촉구하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비행기 탑승을 촉구하려고’이다.
어휘
•board 탑승〔승선/승차〕하다 •make one’s way 나아가다, 가다 •await 기

남 난 몹시 배가 고파요. 오늘 밤 뭐 먹고 싶어요?

다리다 •departure 출발 •luggage 수하물

여 난 뭔가 매운 걸 먹고 싶어요. 인도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거 어때요?
남 아, 싫어요. 항상 거기 음식을 먹었잖아요. 새로운 곳을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4③

여 그래요, 그렇게 해요.

소재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

해설

해석

여자가 인도 음식점에서 주문하자고 하자 남자는 항상 거기 음식을 먹었으니

남 이봐, 이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계정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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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파악

여 아니. 사실, 난 더 이상 그걸 이용하지 않아.

해석

남 정말? 왜 그러는데?

여 와, 이 식당 정말 멋져요!

여 내가 공부를 할 때조차 내 계정을 여러 번 확인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거

남 확실히 그래요!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한 번은 와 볼 만해요.
여 여기로 데려와 줘서 고마워요. 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이 정말 좋아요.

든. 내가 중독된 것 같았어.
남 오,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도 요즘 같은 문제가 있어.

남 그 말을 들으니 좋네요. 그리고 카펫과 커튼도 잘 어울려요.

여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방해가 우리의 집중 시간을 단축시

여 게다가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어떻고요? 정말 로맨틱해요.
남 당신이 좋아하니 기쁘네요.

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해.
남 맞아. 게다가 때로는 소셜 미디어가 직접 만나서 하는 의사소통을 막는

여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꽃이 가득한 화병도 너무 아름다워요.
남 그래요, 당신이 꽃을 좋아하는 걸 알죠.

다는 느낌이 들어.
여 그건 사실이야.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실생활에서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는 신경조차 쓰지 않아. 더구나,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은 십 대들에게

여 음…. 그런데 팔걸이가 없는 이 식당 의자는 약간 불편해요.
남 동의해요. 그게 이 식당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팔걸이 의
자에 앉아 있다면, 더 편할 텐데 말이에요.

특히 문제야.
남 맞아.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하더라.

여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요. 그래도 전 여기가 좋아요. 이곳은 정말 환상적
인 곳이네요.

여 그리고 우리의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남 음…. 어쩌면 나도 그것을 사용하는 걸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해설

해설

팔걸이가 없는 식당 의자가 불편하다고 했지만 그림의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주의 집중에 방해되는 것, 실생활에서 대면하여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의자이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것,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 등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
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이다.
어휘
•account 계정 •addicted 중독된 •constant 끊임없는 •distraction (주
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 산만 •contribute ~한 원인이 되다 •shorten
단축하다, 짧게 하다 •span 기간, 시간 •hang out (~에서) 많은 시간을 보
내다 •bully 괴롭히다; 괴롭히는 사람

어휘
•armrest 팔걸이 •focus on ~에 집중하다 •fabulous 기막히게 멋진

7 ②

할 일 파악

소재 뮤지컬 연습
해석
여 아빠, 어디 가세요?
남 네 엄마 데리러 가려고. 밖에 비가 많이 오는구나.

5①

관계 파악

여 오. 그러네요.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 말해 보렴.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단다.

소재 경비원과 거주자

여 제가 지난달에 오디션 봤던 뮤지컬 기억하세요?

해석

남 그래. 유감스럽게도 넌 그 역할을 따내지 못했잖아.

남 E
 vans 부인. 여러 차례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인터폰이

여 맞아요. 하지만 감독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오디션을 통과했던 여자가 갑
자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잘못되었나 하고 생각했어요.
여 무슨 일인데요? 커피를 좀 사러 갔었어요.

남 그러니까 그분은 네가 그녀를 대신하기를 바라니?

남 오늘 새 입주자가 이사 오는 거 모르셨나요?

여 바로 그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아요.

여 그런가요? 몰랐네요.

남 축하해! 너 아주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남 제가 로비에 붙여 놓은 공지를 못 보신 모양이군요.

여 그게, 사실 있어요. 제가 연습하는 것을 녹화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 공지요? 뭐에 관한 거였죠?

남 그래. 네 엄마를 데려온 후에 네가 연습하는 것을 녹화해 줄게.

남 거주자분들께 출입구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

해설

했어요.

여자는 지난달 뮤지컬 오디션에서 불합격했지만 오늘 감독에게 전화를 받고

여 아, 이삿짐 트럭 때문인가요?

역할을 준비해야 해서 남자에게 연습하는 것을 녹화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

남 네. 지금 바로 다른 주차 공간으로 차를 옮겨 주시겠어요?

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연습 시 촬영하

여 알겠습니다. 금방 그렇게 할게요.

기’이다.

남 아, 부인. 잠시만요. 관리 사무실에서 택배도 찾아가 주세요.
어휘

여 네. 감사합니다.

•be all ears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drop out (참여하던 것에서) 빠지다

해설

•replace 대신하다

남자는 새 입주자가 이사를 오기 때문에 여자에게 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를
다른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고 택배 물건을 찾아가라고 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경비원–거주자’이다.

8 ④

이유 파악

소재 소음 양해 구하기

어휘
•interphone 인터폰, 내부 전화 •tenant 거주자, 주민 •post 게시하다

해석

•management 관리

[초인종이 울린다.]
남 누구세요?

6⑤
소재 레스토랑

그림 정보 파악

여 안녕. 위층에 사는 Jenny야.
남 오, 안녕. 어떻게 지내?
여 잘 지내. 오늘 오후에 새 에어컨이 배달될 예정이라서 너에게 알려 주고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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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 기간은 보
 통 12개월이고, 한 달 치는 미리 냅니다.

싶었어.
남 오, 드디어 에어컨을 샀구나!

남 여기서 가까운가요?

여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더위를 잘 타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

여 그럼요, 이 집은 지하철역과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단 5분 거리죠.

남 그럼, 네가 옮기는 걸 좀 도와줄까?

남 좋아요. 제가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여 아니. 괜찮아. 너 내 남동생 Jake 알잖아. 그가 날 도와주러 올 거야.

여 물론이죠. 제가 열쇠를 가져올 동안 기다려 주시겠어요?

남 오, 잘됐네.

남 네.

여 꽤 시끄러울 거 같아 걱정이야. 하지만 너에게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가
능한 한 조용히 옮기도록 노력할게.
남 괜찮아. 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거기서 저녁을 먹을 거야.
여 오, 잘됐네. 내가 배달 시간을 잘 고른 것 같아.

해설
남자가 방 2개짜리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자 여자는 월 500달러짜리 집을
추천해 주고 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에 있다고 했으므로, 집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② ‘건축 연도’이다.

남 그래, 어쨌든, 내게 알려 줘서 고마워.

어휘

해설
여자가 새로운 에어컨이 오후에 배달될 예정이라서 남자에게 소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주려고 방문했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찾아온 이유는 ④
‘소음 발생에 대해 알려 주려고’이다.

advance 미리

11 ① 

어휘
•upstairs 위층에 •sweat 땀을 흘리다 •disturb 방해하다

9 ③

•reasonable (가격이) 적당한 •contract 계약 •run 유효하다 •in

내용 불일치

소재 현장 학습
수치 정보 파악

해석
남 주목해 주세요, 학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내일 테마파크로 현장
학습을 갑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 아침 8시에 학교에서 만나야 합니다.

소재 운동화 구매하기

늦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원에서 식사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점심
해석

을 가져와야 합니다. 식사할 때 잔디밭에 깔 돗자리를 가져오시고, 쓰레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기를 담을 쓰레기봉투도 가져오세요. 학교에서 이미 여러분 모두의 테마

남 제 아내에게 줄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어제 막 조깅을 시작했거든요.

파크 입장권을 구입했으므로, 돈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 부인의 치수를 아세요?

의 교복을 적절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하거나 학교에 갈 때 해

남 네, 6.5예요.

서는 안 되는 것들을 착용하지는 마십시오. 모두가 현장 학습에 관한 보

여 알겠습니다. 여기 치수 6에서 8까지 멋진 제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 뵙겠습

것들을 한번 보시고 고르는 게 어떠세요?

니다!

남 이것은 얼마죠?
여 핑크색 운동화는 40달러, 흰색은 45달러이고 나머지는 50달러예요. 그
런데 저희가 할인 판매 중이어서, 20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남 음…. 제 아내는 핑크색을 안 좋아해요. 제 생각에 흰색은 쉽게 더러워지

해설
내일 테마파크로 현장 학습을 가는데, 아침 8시에 학교에서 만나야 한다고 했
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내일 아침 8시에 테마파트 앞
에서 만난다.’이다.

니까, 더 어두운 색이 더 실용적일 거 같아요.
여 그럼 검은색은 어떠세요?

어휘

남 그걸로 할게요. 아! 제게 10퍼센트 할인 쿠폰이 있어요. 지금 쓸 수 있나요?

•field trip 현장 학습 •appropriately 적절하게 •hand in 제출하다

여 죄송하지만 세일 기간에는 쿠폰을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남 네, 알겠어요. 여기 제 신용 카드 있습니다.

12 ②

도표 정보 파악

해설
남자는 아내에게 줄 운동화를 고르는 중이고 남자가 사려는 검은색 운동화의

소재 자동차 고르기

가격은 50달러인데, 현재 20퍼센트 세일 중이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쿠폰은

해석

세일 기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운동화 가격으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40달러’이다.

여 자동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남 그래요. 이 웹사이트에서 차들을 한번 봅시다.
여 오, 멋진 차들이 많네요. 가장 연비가 좋은 차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어휘
•stain 얼룩, 때 •practical 실용적인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남 음…. 하지만 디젤차가 환경에 더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여 맞아요. 그러면 가솔린 동력 엔진으로 된 연비가 좋은 차를 사는 편이 낫

10 ② 

언급 유무

소재 집 구하기

겠네요.
남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 그럼요. 그건 확실히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길을 잃기 아주 쉽잖아요.
남 동의해요. 음, 다른 건 뭘 원해요?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저는 침실이 2개인 아파트를 찾고 싶어요.

여 음… 전 25,000달러 이상은 정말 쓰고 싶지 않아요.
남 알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차가 제격인지 알 것 같아요.

여 이건 어떠세요? 이 집이 꽤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되었어요.

해설

남 좋네요.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두 사람이 찾고 있는 차는 연비가 좋고 가솔린 엔진이며, 내비게이션 시스템

여 한 달에 500달러예요. 적당한 가격이고, 가구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장착되어 있고, 가격이 25,000달러를 넘지 않는 차이므로, 두 사람이 선

남 음. 계약이 얼마 동안 유효하죠?

택한 자동차는 ②이다.

80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어휘

② 네가 곧 돌려 줄 수 있기를 바라.

•fuel-efficient 연비가 좋은, 연료 효율이 좋은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③ 글쎄, 나도 전화를 종종 안 받아.

•necessary 필요한

④ 도서관에서는 전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돼.
어휘

13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대회 참가

•run low 다하여〔떨어져〕 가다, 고갈되다 •recharge (전지를) 충전하다

15 ③ 

해석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여 M
 ike, 뭘 보고 있니?

소재 새로운 이웃

남 안녕, 지나. 우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에세이 대회 포스터야.

해석

여 너 그 대회에 참가할 거니?

여 T
 ara와 그의 아들 Jake는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저녁

남 응. 내가 그것을 손꼽아 기다려 왔는걸. 넌 어때?

을 먹고 나서, Tara가 약간의 초콜릿을 가져옵니다. Jake는 그런 종류의

여 난 참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초콜릿을 본 적이 없었고 엄마에게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봅니

남 하지만 네가 우승을 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

다. 그녀는 외국에서 그들의 옆집으로 막 이사 온 여자로부터 그 음식을

여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이야?

받았다고 말합니다. Tara는 그녀의 아들이 Jake와 동갑이라고 들었습니

남 작년에 난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

다. 그 초콜릿을 먹는 동안에, Tara는 Jake가 그 여자의 아들과 좋은 친

여 정말이니?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봐.

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Jake에게 옆집 남자

남 에세이를 열심히 쓰면서 내 글쓰기가 향상됐어. 난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

아이와 어울릴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ara는 Jake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 그렇구나. 이번에 나도 대회에 참가할까 봐.

Tara

남 그래! 대회 준비는 틀림없이 보답이 있을 거야.

새로운 이웃과 친구가 되어 보는 게 어때?

해설

해설

외국에서 옆집으로 이사 온 이웃이 준 초콜릿을 먹으며 Tara는 옆집 아들과

우승하지 못할 것 같아 에세이 대회 참여를 꺼리던 여자가 이번에는 대회에

자신의 아들 Jake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제안

참가할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는 상황이므로, Tara가 Jak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새로운 이

은 ⑤ ‘그래! 대회 준비는 틀림없이 보답이 있을 거야.’이다.

웃과 친구가 되어 보는 게 어때?’이다.

① 그 일로 널 도울 수 있어서 기뻐.

① 좋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어떻겠니?

② 나는 에세이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어.

② 오늘 밤에 놀고 싶니 아니면 주말에 놀고 싶니?

③ 연습하면 완벽해진다고들 항상 말하잖아.

④ 내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④ 네 꿈이 실현된 걸 축하해.

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휘

어휘

•host 주최하다 •work on ~에 노력을 들이다

14 ⑤

•propose 제안하다 •hang out with ~와 어울리다, ~와 시간을 보내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 16~17 ] 16 ⑤ 17 ②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휴대폰 도난

소재 자원봉사 활동 경험 발표

해석

해석

여 너 거기 있구나, 세호!

남 여름 방학을 즐겁게 보냈나요? 저에게 이번 방학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

남 안녕, Angela.

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학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여 너에게 여러 번 전화했었는데, 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제 여러분께 사진을 좀 보여 드리고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기해 보려 합

남 아, 미안해. 네가 나에게 전화했는지 몰랐어.

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태국에 있는 국제 봉사 캠프에서 특별한 자원봉

여 너 또 집에 전화기를 두고 왔니?

사 경험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태국의 구조된 코끼리들을 위한 보

남 아니, 집에 그것을 두고 오진 않았어.

호 시설에서 행해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코끼리를 돌

여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배터리가 다 닳았니?

보았고 음식 준비와 먹이 주기와 같은 보살핌을 제공하였습니다. 몇몇 자

남 아니, 도서관에 있을 때 배터리가 다 되어 가서 충전하려고 플러그를 꽂

원봉사자들은 다시 비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도로 보수를 도왔
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는 작업을 했고, 다른 일부는 그들

아놨어.
여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니?

의 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결

남 잠시 후에, 내가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갔는데, 그게 사라졌어.

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여 오, 세상에! 누군가 네 전화기를 훔쳐갔다는 말이니?
남 아마도, 난 아직 그것을 못 찾았어, 어떻게 해야 하지?
여 나는 네가 먼저 네 전화기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해설

16

여름 방학 동안 특별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
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해외 자원봉

해설

사의 특별한 경험’이다.

남자는 전화기를 도난당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으

①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

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나는 네가 먼저 네 전

②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

화기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이다.

③ 세계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 가입하는 방법

① 걱정 마. 내 것을 너에게 빌려줄게.

④ 재밌고 의미 있는 방학을 위한 계획
정답과 해설

81

17

태국에 있는 국제 봉사 캠프에서 봉사자들이 한 봉사활동으로 구조된 코
끼리 돌보기, 비로 유실된 도로 보수, 학교 건설,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3⑤

한 영어 가르치기 등이 언급되었지만, ② ‘동물 구조’는 언급되지 않았다.

소재 커피의 좋은 점

어휘

해석

•wash away (물이) ~을 유실되게 하다 •refuge 보호 시설, 피난처 •res-

cue 구조하다 •look after 돌보다 •construction 건설

목적 파악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커피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커피는 밤에 잘 자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화 기관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많은 건강 증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커피는 여러분이 피로를 덜 느끼게 해 주고, 에너
지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은 카페인이 지방의
연소를 명확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여 줍니다. 그리고 매일 커피를

22

세 잔에서 다섯 잔 정도 마시면 70대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70

회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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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까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커피를 즐기세요,
왜냐하면 커피는 더 이상 해로운 음료가 아니니까요.
해설
남자는 커피에는 부정적인 효과 말고도 건강에 좋은 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
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커피가 해
롭다는 오해를 바로잡으려고’이다.

1 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어휘
•digestive 소화의 •normal 정상의 •property 특성 •beverage 음료

소재 아빠의 사고
해석
남 이봐, 너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여 우리 아빠가 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
남 오, 저런. 지금은 좀 어떠셔?

4③

의견 추론

소재 여행 중 애완동물
해석

여 아빠는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 중이셔.

남 엄마, 우리 여름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하셨어요?

해설
여자의 아빠가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치셨다는 말에 남자가 지금은 상태가
어떠신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아빠는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 중이셔.’이다.
① 아빠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셔.
② 아빠가 무엇을 하실지는 아빠의 판단이셔.

여 그래. 네가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남 반려동물 친화적인 호텔을 고르신 거죠, 그렇죠? 저는 휴가에 Coco를
데려가고 싶어요.
여 오, 저런. 내 생각에 Coco는 집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야. 강아지들은
함께 가는 게 더 스트레스일지도 몰라.
남 하지만 우릴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③ 당장 구급차를 부르는 게 어떠니?
⑤ 아빠는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시느라 바쁘셔.

여 다소 그럴지도 모르지만, 휴가지가 그가 머물기에 적당하지 않아. 알다시
피, 섬의 기후가 우리에게조차도 뜨겁고 끈적거리잖아.
남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Coco도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휘
•badly 몹시, 심하게 •patience 인내심 •hospitalize 입원시키다

여 제발, 그러려면 우리는 강아지 밥, 장난감, 케이지, 그리고 수의사로부터
건강하다는 증명서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챙겨가야 한단다.

2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남 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해설

소재 책 찾기

남자가 휴가지에 애완견을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강아지를 데려가면

해석

강아지도 힘들어하고, 챙겨야 할 짐도 너무 많다고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좋겠

여 실례합니다. 제가 책 찾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휴가 갈 때 애

남 물론이죠. 무엇에 관한 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견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이다.

여 그 책은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것이에요.

어휘

남 이쪽으로 오세요. 저 책장들 뒤에 있어요.

•come along 함께 가다 •suitable 적당한, 적절한 •sticky 끈적끈적한, (날
씨가) 무더운 •certificate 증명서 •veterinarian 수의사

해설
여자가 동아시아 역사책을 찾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이쪽으로 오세요. 저 책장들 뒤에 있어요.’이다.
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읽고 있나요?
② 그 책을 반납하고 싶으세요?
③ 이 책을 읽는 데 두 시간이 걸렸어요.
④ 미안한데, 전 독서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소재 라디오 사연 당첨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저는 서울 방송 Power Up의 Ryan입니다.

어휘
•return 반납하다 •passion 열정

82

5⑤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여 오, Power Up이요?

관계 파악

남 네, 저희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신 거 기억하세요?

여 그렇구나. 그럼 뮤지컬이나 연극 관람 같은 문화적인 것은 어때?

여 네, 기억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좋은 생각이야.

남 아니요, 사실 귀하의 사연이 이번 달 최고의 사연으로 뽑힌 것을 알려 드

여 좋아, 그럼 내가 온라인으로 좋은 거 검색해서 좌석 예약할게.

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 완벽해.

여 와, 잘됐군요.
남 저희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내일
저희 방송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설
여자가 무릎이 까져 수영장에는 갈 수 없는 남자에게 공연 관람을 제안하였고
이에 남자도 동의하였으며 여자는 자신이 온라인 검색을 해 보고 예매하겠다

여 와, 이것을 예상한 적이 전혀 없어요.
남 이것은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저희 웹사이

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공연 검색 및 예약’이다.
어휘

트를 방문하셔서 비밀 댓글로 주소를 적어 주시겠어요?

•as usual 늘 그렇듯이, 평상시처럼 •skin (피부가) 까지다 •apply 바르다

여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refrain from ~을 삼가다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하여 여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이 이번 달
최고의 사연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

8 ⑤

장 잘 나타낸 것은 ⑤ ‘라디오 프로듀서–청취자’이다.

소재 건강 검진 전 금식

어휘

해석

•broadcasting 방송 •song request 신청곡 •appreciation 감사 •private
비밀의, 비공개의

이유 파악

남 이봐,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여 미안한데, 먼저 가. 난 오늘 점심 안 먹을래.
남 오, 왜? 배 아프니?

6⑤

그림 정보 파악

여 아니, 난 괜찮아.
남 더운 날씨 때문에 식욕을 잃었니?
여 요즘 너무 덥긴 하지만 더위를 먹진 않았어.

소재 무대 세팅

남 그럼, 또 다이어트 중인 거야? 너 작년 여름에도 원푸드 다이어트 시도해
해석

서 살 좀 뺐잖아.

여 가족들과의 식사 장면을 위한 무대 장식을 다 마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그래, 그랬지. 그때 매일 닭고기를 먹어서 이젠 질렸지.

남 음, 원형 탁자가 무대 중앙에 있네요. 그거 괜찮네요.

남 네가 원하는 거 먹자.

여 그리고 당신이 요청한 대로 왼쪽 구석에 냉장고를 두었어요.

여 고맙지만 사실 나 오늘 건강 검진을 받을 거라서 먹을 수 없어.

남 고마워요. 그런데 커피 머신은 어디 있나요?

남 오! 정말이니? 그럼 검진에 앞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되겠구나.

여 싱크대 앞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보이나요? 식탁 위에 커피 머신을 두
해설

었어요.
남 오, 좋아요. 그런데 왜 소파를 오른쪽에 뒀어요? 나는 원형탁자 바로 뒤

여자는 오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해서 검진 전에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고 있
다. 따라서 여자가 점심을 먹지 않는 이유는 ⑤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해서’이다.

에 있길 바랐어요.
여 알아요. 하지만 그게 가족 사진 아래에 있는 게 더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 오! 뒤쪽 벽에 사진을 걸어 놨군요.

어휘
•stomachache 복통 •appetite 식욕 •be affected by the heat 더위를

여 네. 거기가 이상적인 장소인 것 같았어요.

먹다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physical checkup 건강 검진 •prior to

남 음…. 그래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멋져 보이네요.

~에 앞서

여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9 ②

해설
소파 뒤쪽 벽에 가족 사진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가족 사진 대신 창문
이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수치 정보 파악

소재 바지 교환하기
해석

어휘
•decorate 장식하다 •directly 바로 ~에 •ideal 이상적인 •spot 장소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지난주에 조카 아기에게 주려고 이 바지를 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애에게 너무 작아요. 더 큰 사이즈 있을까요?

7 ⑤

할 일 파악

소재 주말 계획
해석
여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있니?
남 아니. 늘 그렇듯이 집에 있으면서 만화책이나 보겠지.
여 얘, 집 밖으로 나가서 재밌는 활동을 좀 하는 게 어때?
남 수영장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 무릎 까졌어.
여 무슨 일이야?
남 어제 축구하다가 다쳤어.

여 죄송하지만, 같은 스타일로는 더 큰 것이 없어요. 이건 어떠세요?
남 음, 그거 그에게 잘 어울리겠네요. 얼마예요?
여 2
 3달러입니다. 손님이 다시 가져오신 바지는 20달러고요. 그러니 나머지
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조카 아기가 몇
살이죠?
남 10개월이에요. 이제 방안을 기어다녀요.
여 그러면 특별한 보호대로 무릎을 보호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남 오, 그 애에게 좋겠어요. 무릎 보호대 한 쌍에 얼마인가요?
여 원래 가격은 10달러였는데, 지금은 30퍼센트 할인돼요.
남 좋아요. 하나 살게요.

여 병원 갔다 왔니?

해설

남 응, 의사 선생님이 연고 바르라고 주셨고 물에 젖는 건 삼가라고 하셨어.

남자는 20달러에 산 바지를 23달러짜리 다른 바지로 교환하기로 했고 두 바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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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차액인 3달러와 10달러짜리 무릎 보호대를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인 7

해석

달러에 사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10달러’이다.

여 여보,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버지 칠순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면 어떨까요?

어휘

남 그거 좋네요. 전통 한식당으로 갈까요?

•rest 나머지 •crawl 기어다니다 •protect 보호하다

여 음… 제 생각엔 뷔페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음식을 먹
는 게 좋겠어요.

10 ① 

언급 유무

남 좋아요. 점심으로 할까요 아니면 저녁으로 할까요? 점심 뷔페가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소재 극장에서의 아르바이트

여 하지만 저녁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남 그래요. 하지만 칠순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녁으로 정하죠.

해석

여 그렇다면, 최고의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이 좋겠네요.

남 S
 era, 방학 동안에 뭐 할 거니?

남 그래요, 이 레스토랑은 생일에 케이크를 제공하네요.

여 최근에 문을 연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

여 좋아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곳이네요.

남 잘됐구나! 방학 내내 거기서 일할 거니?

남 네. 그 레스토랑으로 예약할게요.

여 아니, 한 달 동안만.
남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게 되는데?

해설

여 오후에 네 시간 일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칠순을 기념하여 식사할 식당을 고르고 있다. 뷔페식으

남 음, 그러면 오전에 공부할 시간이 있겠구나.

로 저녁 식사를 하며, 멋진 야경을 볼 수 있고, 생일에 케이크를 제공해 주는

여 맞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것의 좋은 점이 뭔 줄 알아?

곳을 예약하고자 하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식당은 ⑤이다.

남 그게 뭔데?
여 그 극장이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지, 그게 내
가 원했던 거야.
남 좋겠다! 거기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는 아니?
여 내 업무는 주로 티켓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자리로 안내해 주는 거라고
들었어.

어휘
•traditional 전통의, 전통적인 •offer 제공하다

13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선물 정하기

해설
여자는 새로 오픈한 극장에서, 방학 중 한 달간, 오후에 네 시간 일하고, 극장
은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로 가까우며, 티켓을 확인하고 자리를 안내해 주는
일을 한다고 언급되었지만, ① ‘출근 시간’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석
남 얘, 무슨 생각하고 있니?
여 S
 usan의 생일에 뭘 사 줄지 모르겠어.
남 음…. 나도 그래! 함께 동참해서 그녀의 선물을 사 주는 게 어때?
여 그래, 그거 좋겠네!

어휘

남 그녀가 뭘 좋아할지 생각해야 해. 그 애의 관심사가 뭐지?

•newly 최근에, 새로 •mainly 주로

여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애는 음악, 수영 그리고 독서를 좋아해.

11 ④

남 그럼, 우리가 콘서트 표를 그녀에게 구해 줄 수도 있겠구나. 그 애가 가장
내용 불일치

좋아하는 그룹을 누가 알고 있을까?
여 아, 그 애의 룸메이트인 Hanna가 아마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소재 East 고등학교 랩 경연 대회

뭔지 알 거야.

해석

남 정말? 그녀가 왜 그걸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East 고등학교 랩 경연 대회’가 이번 주 금요

여 그녀가 Susan을 오랜 시간 알고 지내기 때문이야.

일 우리 학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학생회가 지난주에 예선전을 치뤘습
니다.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예선전에 참가하였고, 10명의 결선 진출자
들이 결선에서 서로 겨루게 됩니다. 이 대회는 우승자를 위한 일 년 장학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랩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댄스
동아리가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힙합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다른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멋지고 환
상적인 행사에 와서 즐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회는 방과 후

5시에 시작합니다.

해설
두 사람은 Susan의 생일 선물을 함께 고민하던 중, 그녀가 좋아하는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로 하였는데, 여자는 Susan이 좋아하는 그룹이 뭔지 알
고 있는 사람이 Hanna일 거라고 확신하였고 남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그녀가 Susan
을 오랜 시간 알고 지내기 때문이야.’이다.
① 그들이 친했는지 확실하지 않아.
② 그녀가 그 콘서트에 가는 걸 좋아하길 바라.

해설

③ 그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랩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학교의 댄스 동아리가 멋진 공연을 보여 줄 거라고

④ 아마 그녀는 이 선물을 사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거야.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유명 연예인이 축하 공연을
한다.’이다.

어휘
•go in 동참하다 •definitely 분명히

어휘
•preliminary round 예선 •scholarship 장학금 •onstage 무대에서

12 ⑤
소재 식당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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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14 ⑤ 
소재 유선 방송 채널 선택

도표 정보 파악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력을 가집니다. 이것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탁

남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저희 TV에 유선 방송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월한 ‘감정지능’입니다. 훌륭한 감정지능, 즉 EI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남 네, 어떤 패키지를 원하시나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알고 활용하며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

여 어떤 종류의 패키지를 제공하나요?

로써 그들은 의사소통을 잘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남 모든 종류의 영화 채널 패키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이 특성은 전통적인 성격 특징과 인지능

여 그 밖에 다른 게 있나요?

력, 즉 IQ와는 약간 다릅니다. 감정지능(EI)이 점점 고용주들에 의해 가

남 모든 스포츠 채널 패키지와 어린이 채널 패키지가 있습니다.

치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여 기본 채널과 함께 모든 영화 채널을 포함하는 패키지가 있나요?

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 네, 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해설

여 그걸로 할게요.

16

남 그 밖에 원하는 것이 있나요?
여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채널을 추가하는 게 가능한가요?
남 채널은 차후 언제든지 빼거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이 평가되는 직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감
정지능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훌륭한 감정지능을 지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
는 직원들’이다.

해설

① 당신의 감정지능을 개발시키는 비결

여자는 유선 방송을 설치하면서 채널 패키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② 감성지수와 지능지수 사이의 차이점

채널을 추가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④ 직원들이 감정적인 보상을 강조하는 이유

장 적절한 것은 ⑤ ‘채널은 차후 언제든지 빼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이다.

⑤ 지성과 감정 간의 균형 지키기

① 당신의 삶에 무엇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17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으로 의사 결정 능력, 열정, 의사소통 능력,
공감이 언급되었지만, ③ ‘호기심’은 언급되지 않았다.

② 첫 번째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③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바꿔 드릴게요.

어휘

④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characteristic 특징 •workplace 직장 •decision-making ability 의사
결정 능력 •enthusiasm 열정 •trait 특성 •cognitive 인지적인

어휘
•install 설치하다 •cable TV 유선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get rid of ~을
없애다, 제거하다 •include 포함하다

15 ⑤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파티 초대
해석
여 J
 ina는 몇 달 전 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와

23 회

그녀 옆자리에 앉은 여자 Sally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결혼식과 같은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녀는 생일 파티에 가고 싶지만,

pp.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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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y는 Jina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Jina는 파티 날짜를 알
기 전까지 그 초대에 신이 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파티는 그녀의 사촌

실전 모의고사

외국에 사는 그녀의 친척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ina는 Sall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Jina

1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안타깝게도, 네 파티가 내가 가야 하는 결혼식과 같은 날에 있어.
소재 생일 선물

해설

Jina는 Sally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같은 날에 예정된 사촌의 결혼식

해석

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Jina가 Sall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 여보, Teddy의 여섯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뭘 사

⑤ ‘안타깝게도, 네 파티가 내가 가야 하는 결혼식과 같은 날에 있어.’이다.

줘야 할까요?

① 내가 네 파티를 망쳤다면 미안해.

여 외발 스케이트 어때요? 최근에 그 애가 한 대 갖고 싶다고 말해 왔어요.

② 그래서, 생일 선물로 뭘 원해?

남 외발 스케이트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사야 할까요?

③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니?

여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볼까요?

④ 내 친구들을 몇 명 네 생일 파티에 데려가도 되니?

해설
남자가 외발 스케이트를 어디서 사야 할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

어휘
•thrilled 신이 난 •pass up (기회를) 놓치다 •rare 드문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볼까요?’이다.
① 그 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 16~17 ] 16 ③ 17 ③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감정지능 (EI)
해석
남 직장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직원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

② 내일 그게 수리되도록 할게요.
③ 알다시피, 그 애는 분홍색보다 파란색을 좋아해요.
④ 보호 장비 착용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휘
•come up 다가오다 •scooter 외발 스케이트(한 발을 올리고, 다른 발로 땅

까? 믿을만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직원들은 공통점

을 차서 달리게 하는 어린이의 탈 것) •protective 보호하는, 보호용의 •gear

을 가집니다. 그들은 신중한 의사 결정 능력과 열정, 그리고 의사소통 능

장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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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남 그리고 이어폰 대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해설

소재 코딩 수업

음량을 크게 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남자에게 여자는 청력 손실의 위

해석

험성을 말했고 두 사람은 청력 손실을 막기 위해 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 대

여 안녕하세요. 주민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코딩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들었어요. 그것에 관한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청력 손실의 위험과 대책’이다.

남 물론이죠.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어휘

여 그 수업이 몇 살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buzzing 윙윙거리는 •exposure 노출 •hearing loss 청력 손실, 난청

남 1
 0세에서 12세 어린이 대상입니다.

5③

해설

관계 파악

여자가 몇 세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지 알고 싶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
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10세에서 12세 어린이 대상입니다.’이다.

소재 임산부 퇴원

①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할 거예요.

해석

② 그 수업에는 15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④ 마감은 이번 달 말입니다.

여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남 뭘 좀 먹었어요?
여 아니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어휘

남 먹는 게 정말 힘들어도 뭘 좀 먹어야 해요. 엄마가 건강해야만 태아도 건

•community center 주민 센터 •run 운영하다

3③

강해요.
여 네, 그럴게요. 보험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목적 파악

남 그럼요. 안내데스크에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소재 점심시간 운동

여 알겠어요. 언제 다시 봐야 하죠?

해석

남 나가면 간호사가 알려 줄 거예요.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사람들은 아침 운동이 하

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 동안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
만 아침에 너무 바빠서 산책하거나 조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갖지만 실
제로 점심을 먹는 데 그 시간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
머지 시간을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화를 보는 데 쓸지
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자유 시간에 캠퍼스를 산책해

해설
입덧, 태아, 진단서, 혈액 검사 등의 표현으로 보아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산부인
과 의사–임산부’이다.
어휘

보세요, 그러면 긴장이 더 풀리게 되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하

•morning sickness 입덧 •fetus 태아 •medical certificate 진단서

루의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 오

•submit 제출하다 •insurance 보험

늘부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6③

해설
아침 운동이 좋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 점심 식사 후 캠퍼스를 산책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점심 식사 후 운동할 것을 권유하려고’이다.

그림 정보 파악

소재 노트북 배경 화면
해석
여 얘, 너 노트북 배경 이미지를 바꿨구나.

어휘

남 응. 특히 내 좌우명인 ‘쉬운 것을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하자’를 화면 맨

•rather than ~보다는 •throughout ~ 동안, ~ 내내

위 중앙에 배치했어.
여 그런 것 같아. 네가 화면을 켤 때마다 상기시켜 주겠구나.

4 ④

의견 추론

소재 청력 손실 위험

남 그래. 그리고 바탕 화면으로 쓰려고 내 고양이들 사진을 사용했어.
여 네 고양이들이라고? 난 네가 사진을 다운받았다고 생각했어.
남 사실 지난달에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했어. Handel과 Gretel이야.
여 3
 층짜리 캣 트리 옆에 나비넥타이를 하고 있는 아이가 Handel이니?

해석
여 너 뭘 듣고 있니? [잠시 후] Kevin, 내 말 들리니?
남 아, 미안해. 뭐라고 말했니?
여 뭘 듣고 있는지 물었어. 내 말 못 들었어?
남 응. 요즘 음량을 아주 크게 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겠더라고.
여 저런. 귀에서 울리거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니?
남 없어. 뭐 안 좋은 상태의 신호인 거니?
여 응. 큰 소음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청력을 잃어가고 있어.

남 맞아. 그리고 Gretel은 캣 트리 맨 꼭대기에 앉아 있고.
여 너무 귀여워. 컴퓨터 아이콘과 휴지통 아이콘 사이에 있는 ‘자유’라는 이
름의 이 폴더는 뭐니?
남 내 휴가 사진들이 담겨 있어. 그 사진들은 나한테 자유의 분위기를 주거든.
여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마지막으로 컴퓨터 아이콘 옆
에 있는 말풍선 아이콘은 뭐야?
남 너도 알다시피 그건 메신저 앱이야. 나는 내 친구들과 채팅하거나 인스턴
트 메시지를 교환하는 걸 즐겨하거든.

남 맞아. 그리고 청력 손실이 쉽게 고쳐지지도 않는다더라.

해설

여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을 낮게 유지해야 해.

고양이 한 마리가 캣 트리 맨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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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에 앉아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어휘
•remind 생각나게 하다 •adopt 입양하다 •bow tie 나비넥타이 •tier 단, 층

9 ③

수치 정보 파악

소재 호텔 체크인
해석

7 ⑤

할 일 파악

여 안녕하세요. 도와 드릴까요?
남 제 이름은 Alex Brown입니다. 7일 날짜로 방을 예약했어요.
여 맞습니다. 고객님 성함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9일까

소재 출장

지 2박을 위한 방을 원하셨네요.

해석

남 네. 지금 요금을 처리하고 싶은데요. 하룻밤 요금이 얼마죠?

남 짐은 다 쌌어요?
여 네. 당신의 짐 싸는 목록이 없었다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남 천만에요. 아무튼, 전 뉴욕이 너무 좋아요. 당신과 같이 가면 좋을 텐데요.
여 재미없는 거 알잖아요. 그냥 출장이에요.

여 7
 0달러입니다.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남 제신
 용 카드로 이것을 결제해도 되나요?
여 물론이죠. 그런데…. 현금 결제하시면 10퍼센트 할인을 해 드립니다.
남 정말이요? 그거 좋네요.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여기요.
여 그렇다면 현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 영수증과 방 열쇠가 있습니다.

남 출장 중에 관광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 아니요. 당신에게 뭔가를 사다 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쁠 거예요.

방 호수는 1714호입니다.
남 감사합니다.

남 오, 안됐군요. 시간 나면 연락하고 좋은 비행되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요.

해설

여 그럴게요. 그건 그렇고, 작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남자는 하룻밤에 70달러인 방을 2박 사용하려고 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여

남 물론이죠. 뭔데요?

10퍼센트 할인을 받게 되었으므로, 남자가 지불한 금액은 ③ ‘126달러’이다.

여 제가 없는 동안 고양이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어휘

남 그럼요.

•rate 요금 •receipt 영수증

해설
여자는 뉴욕으로 출장을 떠나면서 남자에게 자신이 출장 간 사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 ‘고양이 먹이 주기’이다.

언급 유무

소재 식당 추천
해석

어휘

남 S
 usan,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 주겠어요?

•sightseeing 관광 •afford ~할 여유가 있다

8 ④

10 ③ 

여 무슨 날이에요?
남 그냥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하고 싶어서요.
이유 파악

소재 젊게 보이는 비결
해석

여 그렇군요. 이태원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MaMa’s에 가 보셨어요?
남 아니요, 안 가 봤어요. 좋은가요?
여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식당 안의 음악, 조명, 그림들이 정말 평화로
운 식사를 하게 해 줄 거예요.

여 이 사진 좀 봐. 작년에 우리 할머니 환갑잔치 때 찍은 거야.

남 오, 그래요? 음식은 어때요?

남 와! 너희 할머니시니? 정말 젊어 보이신다.

여 거기서 먹은 모든 요리가 훌륭했어요. 특히 저는 해산물 레드 카레가 정

여 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그 나이로 보이지 않으셔.

말 만족스러웠어요.

남 그분의 비결이 뭔지 아니? 집안 내력이니?

남 좋아요. 아내가 카레를 좋아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나요?

여 그러길 바라지만, 아냐.

여 네. 여름에 옥상 테라스와 야외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개방해요. 그리고

남 그럼 뭐야? 특별한 노화 방지 크림을 사용하시니?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메뉴가 있어요.

여 아닌 것 같아. 피부 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지는 않으셔.

남 와! 아이들을 데려가기에 최고의 장소네요. 예약해야 할까요?

남 말해 봐. 할머니의 젊어 보이는 외모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

여 주말에 가고 싶다면 예약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 음… 내 생각엔 식단이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신선한 과
일과 야채를 즐겨 드셔. 가장 좋아하시는 건 토마토 쥬스야.
남 이제 알겠다.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해 준다고 들었어.
여 그래. 우리도 똑같이 해 볼까?
해설
할머니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은 할머니가 즐겨 드시는 식단이 신선한
과일과 야채이고 특히 좋아하시는 토마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성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여자의 할머니가 젊어 보이는 이유는 ④

해설
여자가 추천한 식당에 관하여 이름과 위치, 음식 맛과 분위기, 어린이용 편의
시설, 예약 필요 여부는 언급되었지만, ③ ‘음식 가격과 서비스’는 언급되지 않
았다.
어휘
•atmosphere 분위기 •awesome 기막히게 좋은

11 ⑤ 

‘야채와 과일을 즐겨 드셔서’이다.

소재 세계 여성의 날

어휘

해석

내용 불일치

•run in one’sthe family (~의) 집안 내력이다, 유전되다 •anti-aging 노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8일이 세계 곳곳에서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

화 방지의 •particularly 특별히, 특히 •have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이 날은 여성들이 이룩한 업적뿐만 아니라 역사

관련되다 •lycopene 리코펜 (토마토 따위의 붉은 색소)

를 통틀어 여성들의 노력을 기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진, 시위, 콘서
정답과 해설

87

트, 그리고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이제는 세계의 거의 모

해설

든 나라에서 기념되고 있지만 기념 행사의 형식이나 내용은 나라마다 서

두 사람은 시험이 끝나고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밀린 잠을 잘 것이

로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기념되며 여성들이 사회에

라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더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으므

서 엄마로서, 근로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하는 역할에 대한 존경을

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비록 이 날이 ‘어머니날’은 아니지만, 어떤 곳에

푸는 방법은 다르잖아.’이다.

서는 이 날 여성들이 선물과 꽃을 받습니다. 여성들을 위해 많은 일이 이

① 우리 여행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마워.

미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③ 걱정 마. 네가 잘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④ 시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재밌는 일을 하는 거야.

해설
비록 ‘어머니날’은 아니지만,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이 선물이나 꽃을 받는다
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어머니날’과 똑같은 날

⑤ 네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마.
어휘
•physics 물리(학) •catch up on 만회하다 •take A out on B A를 B에게

로 지정한 나라가 있다.’이다.

풀다

어휘
•struggle 노력, 투쟁 •achievement 업적, 공로 •demonstration 시위,
데모 •conference 회의, 협의회, 회담 •celebration 기념〔축하〕 행사

12 ④ 

도표 정보 파악

14 ③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애완동물 키우기
해석

소재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

여 오! 정말 예쁜 고양이에요!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해석

남 그래, 귀엽구나. 하지만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야행성이라서, 처음이라면

[휴대 전화가 울린다.]

키우기가 어려운 거 알잖니.

여 여보세요, Peter. 무슨 일이니?
남 안녕. 너 이번 주말에 나랑 Seoul Book Festival에 갈래?
여 오, 가고는 싶지만, 토요일 오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해.
남 음, 토요일 오후는 어때? Anthony Tyler를 만날 수 있어.
여 ‘My Sunshine’의 작가 말이니? 놀랍다! 몇 시야?
남 토크쇼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여 고양이가 야행성인 게, 그게 어떤데요? 좀 더 말해 주실래요?
남 음…. 고양이들은 네가 자려고 할 때 네 위로 길을 찾아 다니거나 때때로
한밤중에 소란을 피우기도 할 것 같구나.
여 오,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좋겠네요.
남 얘야, 강아지는 일이 너무 많단다! 네가 매일매일 그것을 흔쾌히 산책시
킬 거니? 그리고 뒤처리도 할 거야?

여 오, 그때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남 괜찮아. 시 낭송회에 참여하는 건 어떠니? 그건 오후 4시에 시작해.
여 좋아. 어렸을 때, 시를 엄청 외웠거든.
남 잠깐만! 그게 오후 6시에 끝나네. 나는 주말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해야
해. 일요일에는 행사가 두 개밖에 없네,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거고, 다른
하나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읽지 않는 헌 책들을 가져가야 해.

여 음. 좋은 지적이세요. 새는 어때요? 아니면 물고기는요?
남 새장이나 어항을 사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난 새나
물고기를 돌보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른단다!
여 아,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단지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남 맞아. 우리는 아직 애완동물을 키울 준비가 확실히 안 되어 있어.
해설

여 알았어. 그 나머지 하나에 가자.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쉽지

해설
토요일 4시 이전에는 여자의 시간이 안 되고 6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은 남자
가 시간이 되지 않아 일요일의 프로그램 중 아이용이 아닌 나머지 하나에 참
여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참여할 프로그램은 ④이다.

않은 일임을 알려 주자 여자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
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맞아. 우리는 아직 애완동물을 키울 준비가 확실히 안 되어 있어.’이다.
① 그건 애완동물이 우리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란다.
② 이제 네가 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어휘

④ 나는 네가 네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는지

•learn by heart ~을 외다, 암기하다

궁금해.

13 ②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시험 후 계획

⑤ 나는 다른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
어휘
•nocturnal 야행성의 •make a noise 소란을 피우다 •invest 투자하다
•adore 사랑하다

해석
남 E
 mily, 오늘 물리 시험 어땠어?
여 나쁘지 않아. 어쨌든, 중간고사가 끝나서 너무 행복해.
남 나도 그래. 난 이번 주말에 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여 아, 너 산에 가려고 하니?
남 응, 숲에서 하이킹을 좀 할 계획이야. 그리고 날씨가 허락한다면 강을 따
라 카누 여행도 하려고 해.
여 와! 재밌겠다!

15 ⑤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동아리 담당교사
해석
여 다인이는 언어 감각이 좋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남 너는 어때? 무슨 계획 있니?

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온라인 번역 단체에서 그녀의 언어적 재능으로

여 특별한 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밀린 잠을 자는 거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남 그게 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니? 재밌는 걸 하는 게 어때?

을 위해 한국의 동화책 몇 권을 영어로 번역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여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르잖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즐겨

88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서, 다른 학생들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학교 자원봉사 동아리를 만
들기로 합니다. 그녀는 모든 동아리에는 그것을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

P A R T

Ⅲ

대표 기출 모의고사

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인이는 영어 선생님이신 Alice 선생님께
담당 교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자 합니다. 다인이는 Alice 선생님에
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인

자원봉사 동아리를 맡아 주실 수 있을까요?

1회

해설

⑤ ‘자원봉사 동아리를 맡아 주실 수 있을까요?’이다.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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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이는 Alice 선생님에게 자원봉사 동아리의 담당 교사가 되어 달라고 부
탁하려는 상황이므로 다인이가 Alice 선생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 기출 모의고사

① 저를 위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주실래요?
②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겠어요?
③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1 ③

④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소재 말다툼 후에 사과하기

어휘

해석

•translate 번역하다 •proficiency 능숙(도), 숙달 •be in charge of ~을
담당하다, ~을 맡다 •make out ~을 알아듣다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여 Alex, 어제 너랑 Sally가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어.
남 맞아. 내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걔는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나 있어.
여 저런.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어때?

[ 16~17 ] 16 ① 17 ②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스트레스 해소법

남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해설

Sally와 말다툼을 했고 그녀가 여전히 화가 나 있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편

해석

지를 써 보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에 우리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심신에 해

것은 ③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이다.

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①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없어.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아

② 나는 네 친구에게 화난 게 아냐.

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고 앉으시고, 코

④ 그녀는 이미 내게 사과를 했어.

로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내쉽니다. 그리고 작은 원을

⑤ 너는 어제 내게 편지를 보냈더라.

그리듯이 여러분의 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또한 스트레
스 완화에 좋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바다 냄
새 그리고 파도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성적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어휘
•have an argument 말다툼하다, 논쟁을 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2 ①

해설

소재 점심 식사 준비

16

해석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트레스를 줄이
는 방법’이다.
② 심호흡의 이로움
③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남 여보, 지금 장 보러 갈 거예요?
여 네, 이제 막 시장에 가려던 참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남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은데, 빵이 다 떨어졌어요.
여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빵을 좀 사 올게요.

④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
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비결

해설

17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호흡법, 마사지, 마음속에 상상해 보
기를 제시하였고, 아름다운 해변, 햇살이 피부에 닿는 따스함, 바다 냄새, 파도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은데 빵이 다 떨어졌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

소리를 상상해 보라고 하였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② ‘잔잔한 물결’이다.

② 고마워요. 그것은 맛있는 식사였어요.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빵을 좀 사 올게요.’이다.
③ 맞아요. 나는 정말 쇼핑을 즐겼어요.

어휘
•look into 조사하다 •cut down 줄이다 •breathe 숨을 쉬다 •relieve 완
화하다 •visualization 마음속에 떠올리기, 시각화, 상상 •cope with ~에
대처하다

④ 아니요. 나는 이미 시장에 갔어요.
⑤ 좋아요. 우리는 이제 빵이 충분해요.
어휘
•grocery shopping 장 보기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be out of
~이 떨어지다〔바닥나다〕

3 ②

목적 파악

소재 무단 횡단의 위험성
해석
남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교장 Adams입니다. 지난 목요일 방과 후
정답과 해설

89

에, 우리 학생들 중 한 명이 학교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여 천만에요. 당신이 만든 드레스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남 고마워요. 오늘 쇼의 주제는 ‘자연’이어서 드레스를 천연 소재로만 만들

건넜기 때문에 다쳤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차량을 항상 볼 수는 없기

었죠.

때문에 불법적으로 길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가야 하

여 아, 그렇군요. 리허설을 위해 입어 보았을 때, 정말 편하게 느껴졌어요.

는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남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준비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차에 치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여 알겠어요. 제가 런웨이에서 취해야 할 어떤 특별한 포즈가 있나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는 여러분께 무단

남 드레스의 부드러운 선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모델들에게도 천천히 걸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음악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 주세요.

횡단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 좋아요. 알겠어요.

해설
무단 횡단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고

해설

권고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무단

여자는 파리 패션쇼에 특별 출연했으며 남자가 만든 드레스를 입어 보았고,

횡단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려고’이다.

남자는 천연 소재로만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의상 디자이너–패션모델’이다.

어휘
•be involved in ~에 연루되다〔관련되다〕 •jaywalk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crosswalk 횡단보도 •cut across 가로질러 가다 •overlook 간과하다

어휘
•feature 특별 출연하다 •be honored to ~하게 되어 영광이다 •gorgeous
아주 멋진, 아름다운 •natural material 천연 소재 •runway 런웨이(패션쇼에

4 ⑤

의견 추론

서 모델이 걷는 무대) •emphasize 강조하다 •walk to the music 음악에
맞추어 걷다

소재 자녀 교육을 위한 이사

6 ④

해석
여 여보, 우리 집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예요.

그림 정보 파악

소재 2018 강변 장미 축제

남 알아요. 큰 도시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여 큰 도시로 왜요?

해석

남 Joe의 교육을 위해서요.

여 David, 강변 장미 축제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여 무슨 말이에요? Joe는 겨우 3살이에요.

남 응. 하지만 아직 가 보지는 못했어.

남 그래요. 그래서, 그의 교육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예요.

여 난 지난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거기에 갔었어. 내 전화기에 있는 이 사진

여 그건 아니에요. 이 도시는 Joe에게 완벽해요. 멋진 자연, 맑은 공기 그리

좀 봐.
남 와, 멋져 보여. 터널 위에 표지판에 ‘2018 강변 장미 축제’라고 씌어 있네.

고 아름다운 풍경이요.
남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 맞아. 이 아치형 장미 터널 좀 봐. 아름답지 않니?

여 확실히요. 유아기에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아이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

남 그래. 나는 네가 쓰고 있는 모자도 마음에 들어.

이에요.

여 고마워. 거기 있는 가게에서 그것을 샀어.

남 음….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몇 년 더 이곳에 머뭅시다.

남 네게 잘 어울려. 음…. 네 딸은 네 남편 팔에 안겨서 자고 있네.

여 좋아요. 나는 우리의 계약을 연장한다고 집주인에게 전화할게요.

여 응. 걸어서 피곤했나 봐.
남 네 남편 옆에 있는 큰 하트 조각품이 예뻐 보여.

해설
아이의 교육을 위해 큰 도시로 이사를 가자는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아이의

여 그래. 하트는 장미처럼 사랑을 의미하지.

건강한 발달을 위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

해설

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어린 시절을 자연과 보내는

여자의 딸이 여자의 남편 팔에 안겨서 자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목말

것이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이다.

을 타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어휘

•renew 갱신하다 •contract 계약 •scenery 풍경, 경관 •definitely 확실
히, 절대로 •engage with ~와 교감하다 •early childhood 유아기

•arch-shaped 아치형의 •look good on ~와 잘 어울리다 •sculpture 조
각품

•development 발달 •homeowner 집주인 •extend 연장하다

5 ②

7 ①

할 일 파악

관계 추론

소재 패션쇼

소재 미술관 방문
해석

해석

여 여보,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남 안녕, Angela. 기분은 좀 어때요?

남 해변에 가기로 했잖아요.

여 아주 좋아요, Mike. 당신 무대에 서다니 정말 흥분돼요.

여 그런데 오늘의 일기 예보를 확인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래요.

남 당신이 와 주어서 기뻐요. 오늘 멋져 보여요. 지난주에 파리에 갔다고 들

남 음…. 그럼 그 대신 미술관에 가는 건 어때요?

었어요.
여 네, 맞아요. 파리 패션쇼에 특별 출연했어요. 쇼 후에는, 여행을 조금 했
고 사진을 아주 많이 찍었어요.
남 와우, 틀림없이 바빴겠군요. 제 무대에 당신처럼 유명한 모델이 함께해서
영광이에요.

90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여 좋아요. 국립 미술관에서 피카소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남 잘됐네요! 표를 미리 사야 하나요?
여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 줄을 서야 할 거예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할게요. 우리 거기에 차로
가야 하나요?

여 글쎄요, 주말에는 주차할 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10달러인데, 남자는 두 사람의 입장권과 관람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할인 쿠폰을 통해 총액(100달러)에서 10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더 나아요.

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90달러’이다.

남 동의해요. 거기에 가려면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하나요?
여 내가 찾아보고 알려 줄게요.

어휘
•aquarium 수족관 •admission ticket 입장권 •print out 출력하다, 인쇄

해설
국립 미술관에 가려면 지하철 몇 호선을 타고 가야 하는지를 묻는 남자의 말

하다

에 여자는 자신이 찾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

10 ③

절한 것은 ① ‘지하철 노선 알아보기’이다.
어휘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 •art museum 미술관 •exhibition 전시, 전

언급 유무

소재 Dream Surf Camp
해석

시회 •stand in line 줄을 서다 •look up 찾아보다

여 이봐, Andy. 와서 이 웹사이트의 Dream Surf Camp를 좀 봐 봐.

8 ⑤

이유 추론

남 Dream Surf Camp라고?
여 응, 3일짜리 프로그램이야.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

소재 Cathy의 생일 파티

남 재미있겠는데. 캠프는 어디에서 열리니?
여 Palm Beach에서. 여기서 버스로 두 시간밖에 안 걸려.

해석

남 우리는 캠프에서 몇 번 강습을 받니?

남 안녕, Grace. 시간 좀 있어?

여 두 시간짜리 강습을 세 번 받을 거야.

여 물론. 무슨 일이야?
남 Cathy의 생일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가야 하는데, 네 조언이 필요해.
여 좋아. 내가 너 선물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남 고마워. 그녀의 생일 파티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는 거 알잖아. 너 올 수
있어?

남 우리는 뭘 배우는데?
여 노 젓기, 일어서기, 빠지기, 그리고 파도타기를 배울 수 있어.
남 이것은 우리한테 안성맞춤인걸. 지금 예약하자.
해설

여 미안하지만 못 가.

캠프 기간은 사흘이고, 캠프 장소는 Palm Beach이며, 강습 횟수는 3회이고,

남 왜 못 오는데? 네 아르바이트 때문에?

강습 내용은 노 젓기, 일어서기, 빠지기, 파도타기로 언급되었으나, ③ ‘예약

여 아니. 난 공항에 가야 해.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남 너 여행 가니?
여 사실은, 내 남동생이 토요일에 휴가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짐이 많대. 그
래서 걔를 데리러 가야 해.
남 아, 그렇구나. 동생을 다시 보게 돼서 신이 나 있겠네.

11 ③

해설
여자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남동생을 데리러 공항에 가야 해서 Cathy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여자가 Cathy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없는
이유는 ⑤ ‘동생을 데리러 가야 해서’이다.

내용 불일치

소재 교내 Upcycling Challenge 2018 대회
해석
여 안녕하세요, Greenville 학생 여러분! 우리는 Upcycling Challenge

2018이 돌아왔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어휘

할 일은 폐품이나 원치 않는 물건들로부터 쓸모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luggage 짐, 수하물

9④

어휘
•be held 열리다 •paddle 노를 젓다 •drop into ~에 빠지다

는 것입니다. 대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로


수치 정보 파악

소재 Joy 수족관 관람
해석

이 도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출품작을 10월 25일 목
요일까지 교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출품작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가 신청서는 도서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학교장상을 받을 다섯 편의 수상작을 선별할 것입니

여 Joy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다. 수상자는 11월 9일에 학교 게시판에 발표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성

남 안녕하세요. 수족관 입장권을 사려고요. 얼마인가요?

을 구하기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길 기대하고 있으니, 시

여 입장권은 1인당 40달러예요.

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업사이클하세요!

남 그러면 두 장 살게요.

해설

여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필요한 거 있나요?

참가 신청서는 도서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

남 지금 가이드가 딸린 관람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나요?

하지 않는 것은 ③ ‘참가 신청서는 교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다.’이다.

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핑 소리] 네, 프로그램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10달러입니다.
남 그럼, 우리 두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합류할게요.
여 좋습니다, 그러면, 입장권 두 장과 가이드가 딸린 관람 프로그램 두 분, 맞죠?

어휘
•be delighted to ~하여 기쁘다 •upcycle (재활용품을) 업사이클하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다 •unwanted 원치 않는 •make sure to 반드시 ~하다

남 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할인 쿠폰을 출력했어요.

•entry 출품작 •entry form 참가 신청서, 참가 양식 •judge 심사위원

여 아, 그러면 총액에서 10퍼센트를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bulletin board 게시판 •planet 행성, 지구

남 아주 좋아요, 여기 제 신용 카드요.
해설
수족관 입장권은 1인당 40달러이고, 가이드가 딸린 관람 프로그램은 1인당

12 ①

도표 정보 파악

소재 Sunny Hill Community Center의 음악 수업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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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해석

남 Julie,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남 늦어서 죄송해요, Cooper 선생님.

여 오, Sunny Hill Community Center의 음악 수업 시간표네.

여 Steve, 1시간이나 늦었구나. 왜 전화는 안 받았니?

남 맞아. 우리 같이 음악 수업 듣는 게 어때?

남 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여 좋은 것 같아! 넌 어떤 종류의 수업을 듣고 싶어?

여 네가 오지 않아서, 우린 너 없이 연극 예행연습을 시작했어.

남 사실, 난 작년에 이미 노래 수업을 들었어. 다른 수업을 고르는 게 어때?

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 강당에 오는 길에 일이 좀 있었어요.

여 그래. 나로서는 자원봉사 활동 때문에 목요일마다 시간이 안 돼. 그러니

여 무슨 일이니? 버스를 놓쳤니?

까 목요일 수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돼.

남 아 니요, 버스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서관 근처에서 우연히

남 좋아. 그리고 3시에 학교가 끝나니까 오후 3시 이전 수업은 들을 수 없어.

Jimmy와 마주쳤어요.

여 네 말이 맞아. 그럼 두 개의 수업이 남네.

여 Jimmy? 지난주에 다리가 부러진 남자아이 말이니?

남 너는 어떤 수업이 더 좋아?

남 네. 그 애가 어깨에 가방을 멘 채로 길을 건너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여 난 예산이 빠듯해. 덜 비싼 수업이 어때?

여 그래서 네가 그를 도와주었구나?

남 괜찮아. 이 수업으로 하자.

남 네. 그 애의 가방을 들어 주고 그가 기숙사에 가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여 잘했구나. 이제 네가 늦은 것을 이해해.

해설
남자는 노래 수업을 빼고 듣기를 원하고, 여자는 자원봉사 활동 때문에 목요

해설

일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며, 학교가 3시에 끝나 3시 이전의 수업은 들을 수 없

다리를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 주고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느라 연극 예행

다. 이에 기타와 플루트 수업이 가능한데, 여자의 예산이 빠듯해 둘 중 더 저

연습에 늦었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잘

렴한 수업을 듣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할 수업은 ①이다.

했구나. 이제 네가 늦은 것을 이해해.’이다.
① 그거 안됐구나! 너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어휘
•timetable 시간표, 일정표 •available 시간이 있는 •except for ~을 제외
하고 •on a budget 예산이 빠듯한, 한정된 예산으로

13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③ 미안해. 내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 깜빡했어.
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언젠가 은혜를 갚게 될 거야.
어휘
•dead 다 닳은, 작동을 안 하는 •rehearse 예행연습을 하다 •auditorium
강당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struggle to ~하려고 애쓰다, 투쟁

소재 스키 캠프 등록

하다 •dormitory 기숙사 •return the favor 은혜를 갚다, 신세를 갚다

해석
여 Tim, 너는 겨울 방학에 어떤 계획이 있니?

15 ④

남 아직은 없어. 너는 어때?
여 나는 스키 캠프에 등록했어.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소재 신용 카드 분실

남 멋진데. 스키를 잘 타니?

해석

여 설마. 사실은 처음 스키를 타는 거야.
남 잘했어! 스키를 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
여 아니, 그래서 이번 주말에 스키복을 사러 갈 거야.
남 좋아. 안전 장비도 살 거지?

남 B
 rian과 Jane은 부부입니다. 어느 날, Brian은 차를 사용해야 해서

Jane의 차를 빌립니다. Brian이 집에서 출발한 후에, Jane은 출근 준비
를 합니다. 그녀는 신용 카드 한 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Jane은
자신의 물건들을 살펴보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카드

여 어떤 종류의 안전 장비를 말하는 거야?
남 고글, 헬멧,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것들 말이야. 그것들이 너
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여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든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면, 불편할지도 모르겠네.
남 부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려면 그것들을 착용해야 해.

분실 신고를 하려고 카드 회사에 막 전화를 하려던 참입니다. 그때 그녀
는 전날 밤 주유소에 갔을 때 그것을 사용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자
신의 차 안에 그것을 두고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카드가 여전히 거
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Jane은 Brian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런 상
황에서 Jane은 Bria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Jane

해설
고글,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같은 모든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면
불편할 것 같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부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려면 그것들을 착용해야 해.’이다.
① 내가 너 대신에 스키 캠프에 등록하고 싶어.

내 신용 카드가 차에 있는지 확인해 줄래요?

해설

Jane은 자신의 신용 카드가 차 안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rian에
게 전화를 건 상황이므로, Jane이 Bri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내 신용 카드가 차에 있는지 확인해 줄래요?’이다.

② 너에게 맞는 스노보드 바지를 고르기가 어려워.
③ 겨울 방학 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어.
④ 스노보드 보다는 오히려 스키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어휘

① 내일 당신 차를 좀 써도 될까요?
② 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나요?
③ 집으로 가는 길에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요?
⑤ 나 대신 카드 회사에 전화를 좀 해 주겠어요?

•winter break 겨울 방학 •register for ∼에 등록하다 •safety gear 안전
장비〔장치〕 •put on ~을 입다, 착용하다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fit
(크기나 모양 등이) 맞다 •protect A from B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14 ④
소재 연극 예행연습에 늦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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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만에. 언제든 내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

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어휘
•go through ~을 살펴보다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report 알리
다, 신고하다

[ 16~17 ] 16 ③ 17 ⑤
소재 자녀에게 알맞은 악기 선택

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해석

어휘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Harmony 음악 학교의 Linda Taylor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아기의 음악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
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알맞은 악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여러
분의 자녀가 6살 미만이라면 피아노가 좋은 시작인데, 그것이 음악에 단
단한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악기들은
어느 정도 크기의 아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펫은 작은 크기
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10살 아이들에게 더 알맞습니다. 여러분 자
녀의 관심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타 소리를 좋
아한다면, 그 아이는 바로 그 악기와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색소폰 소리를 좋아한다면, 그 아이는 색소폰 연주를 즐

•semi-final 준결승 •as well 또한, 역시 •that way 그렇게, 그와 같이

2 ③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저녁 식사 장소 고르기
해석
남 Kate, 이번 금요일에 저녁 식사를 할 식당들을 살펴보고 있니?
여 응,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
남 어디 보자. [잠시 후] 오, 이 식당은 다음 달까지 공사 중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
여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가야겠네.

길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해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식당 중에서 금요일에 저녁 식사를 할 식당 한 곳을 고르지 못하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한 식당이 다음 달까지 공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므

해설

16

자녀에게 알맞은 악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아이들에게 알맞은 악기 선택하기’이다.

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가야겠네.’이다.
① 우리는 그걸 취소했어야 했어.
② 나는 오늘 밤에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

①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악의 종류

④ 내일 우리 가게 문을 닫는 게 낫겠어.

②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

⑤ 네가 금요일에 온다면 환영이야.

④ 음악을 이용하여 집중력 키우기

어휘

⑤ 음악이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

17 피아노, 트럼펫, 기타, 색소폰은 언급되었지만, ⑤ ‘플루트’는 언급되지
않았다.

•be under construction 공사〔건설〕 중이다 •cancel 취소하다

3 ③

어휘
•instrument 악기 •solid 단단한, 견고한 •foundation 기초 •appropriate
알맞은, 적절한 •factor 요소, 요인 •fall in love with ~와 사랑에 빠지다
•likewise 마찬가지로, 게다가 •with ~ in mind ~을 염두에 두고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 •concentration 집중, 집중력

목적 파악

소재 엘리베이터 점검 안내
[해석]

[차임벨이 울린다]
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들
어, 우리 아파트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입주민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몇몇 버튼들이 가끔 제대로 작

2회

동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찾기 위

대표 기출 모의고사

pp. 148~149

해, 전문가들이 엘리베이터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수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점검

1④

2③

3③

4③

5②

6④

중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되오니, 입주민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

7⑤

8①

9②

10 ③

11 ④

12 ②

하실 수 없습니다. 불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⑤

14 ③

15 ④

16 ①

17 ⑤

해설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엘리베이터의 버튼들이 제대로 작동하

1 ④

적절한 응답 찾기(짧은 대화)

소재 학교 야구팀
해석

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점검할 것이며, 엘리베이터 점검 기간 동안에는 운행
이 중단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③ ‘점검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을 알리려고’이다.
어휘

여 우리 학교 야구팀이 준결승에서 이긴 것을 들었니?

•chief manager 관리소장, 관리 책임자 •maintenance office 관리 사무소

남 응. 나는 그들의 결승 경기를 보는 것이 기대돼.

•properly 제대로, 적절히 •conduct 실시하다 •inspection 점검, 검사

여 너는 그들이 그 경기 또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shut down (기계가) 멈추다, 정지하다 •apologize for ~에 대해 사과하다

남 나는 꽤 확신해. 그들은 최고의 팀이야.

•inconvenience 불편 •cooperation 협조, 협력

해설
학교 야구팀이 결승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나는 꽤 확신해. 그들은 최
고의 팀이야.’이다.

4③
소재 스트레칭의 장점

① 아니, 그들은 멤버가 많아.

해석

② 응, 그들은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남 안녕, Lily!

③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 안녕, Sean! 운동 중이니?

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미 결승전을 마쳤어.

남 응.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어.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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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 그게 네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좋지, 그렇지?

남 바닥에 놓은 이 원형 카펫 말이죠?

남 그뿐만이 아니야. 스트레칭은 우리 마음과 몸을 더 기민하게 만들어 주어

여 네. 아주 부드러워요. 나머지 내 친구들이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
을까요?

에너지 수준을 높여 줄 수 있어.
여 상상이 가. 내 생각엔 스트레칭이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남 맞아. 또한 근육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피로를 덜 느낄 수 있게 해.
여 그렇구나. 난 그런 효과에 대해 생각 안 해봤는데.

남 좋아요.
해설
탁자 위에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잡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잡지 대신 커

남 보다시피, 스트레칭은 여러모로 건강에 아주 좋아.

피 잔이 놓여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여 나도 당장 스트레칭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휘

남 그럼. 같이 하자.

•housewarming party 집들이 •decorate 꾸미다, 장식하다 •talented 재

해설
두 사람은 스트레칭이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 주며, 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고, 피로를 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등 여러모로 건강에 좋
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스트레칭은 많

능 있는 •rug 카펫, 양탄자 •rest 나머지

7 ⑤

은 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이다.

소재 누나의 출산 축하 선물

어휘

해석

•muscle 근육 •flexible 유연한 •alert 기민한, 민첩한 •relieve 완화시키
다 •blood flow 혈류량

할 일 파악

여 Daniel, 행복해 보여. 무슨 일이야?
남 방금 누나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
여 그녀가 뭐라고 했는데?

5 ②

관계 추론

남 누나가 딸을 낳았대. 조카가 생겨서 정말 기뻐.
여 축하해! 너 이제 외삼촌이네.

소재 세탁소에 맡긴 옷 찾기

남 고마워. 나는 이미 아기 옷을 몇 벌 샀어. 오늘 그들을 보러 병원에 갈 거야.

해석

여 그래야지. 네 누나 것도 샀어?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오, 그 생각은 못했네. 누나는 꽃을 좋아해. 그런데 내가 꽃가게에 갈 시
간이 없을 것 같아.

남 안녕하세요. 제 옷을 찾으러 왔어요.
여 알겠습니다.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겠어요?

여 왜?

남 Peter Clarke예요. 567-1234이고요.

남 내일 회의를 위해 중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여 [타이핑 소리] 셔츠 두 장과 바지 두 벌을 맡기셨네요, 맞나요?

여 걱정 마. 나 퇴근 후에 한가해. 내가 너 대신 가서 꽃을 좀 사다 줄게.

남 맞아요. 그리고 옷을 맡길 때 세탁비를 지불했어요.

남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 고마워.

여 맞습니다. 가서 옷을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해설

남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 바지에 얼룩이 제거되지 않았네요.

내일 회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출산을 한 누나에게 줄 꽃을 사러

여 어디 봐요…. 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얼룩을 지워 드릴게요.

갈 시간이 없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퇴근 후에 자기가 꽃을 사다 주겠다고

남 네. 내일까지 될까요? 이번 주말에 그 바지를 입어야 해서요.

했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꽃 사러 가기’이다.

여 물론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지를 완전 깨끗하게 해 드릴게요.
어휘
해설

•give birth to (아이를) 낳다 •niece 조카딸 •document 서류, 문서

남자는 맡긴 옷을 찾으러 왔고, 옷을 맡길 때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으며, 여
자는 바지에 얼룩이 남아 있다는 남자의 말에 다시 깨끗이 세탁해 주겠다고

8 ①

이유 추론

하는 것으로 보아 세탁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
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세탁소 주인–고객’이다.

소재 Jamie의 송별회

어휘

해석

•pick up 찾아가다 •drop ~ off ~을 맡기다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여 David, 과학 숙제를 제출했니?

•stain 얼룩 •completely 완전히, 철저히

남 응, 드디어 숙제를 끝내서 기뻐! 그런데, 오늘 밤 Jamie의 송별회에 갈 거니?
여 그래, 갈 거야. 그녀가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너무 슬퍼. 너도 올

6 ④

그림 정보 파악

소재 집들이

거지, 그렇지?
남 정말 가고 싶지만,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 해.
여 왜 일찍 집에 가야 하는데?
남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오늘 밤에 할아버지

해석
남 Claire, 집들이에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거실이 참 아늑하군요.
여 그렇게 생각해요? 꾸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소파 위에 있는 저
쿠션 두 개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남 편안해 보이네요. 아주 솜씨가 좋군요.
여 고마워요. 벽에 있는 시계는 어때요? 어제 그것을 샀거든요.
남 아, 마음에 들어요. 모퉁이에 있는 화분 좀 봐요. 그거 제가 준 거죠?
여 맞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를 뵈러 가실 거야.
여 안됐구나. 너도 가야 하는 거야?
남 아니, 어린 남동생이 집에 혼자 있게 될 거라서, 내가 그를 봐 줘야 해.
여 그렇구나. 너는 동생을 돌볼 거구나.
남 그래. 이 선물을 Jamie에게 주고, 송별회에 참석하지 못해 내가 미안해
한다고 전해 줄래?
여 문제없어. 그녀도 틀림없이 네 상황을 이해할 거야.

남 좋아요. 와! 탁자 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잡지가 있네요.

해설

여 네. 전 카펫에 앉아서 그것을 읽는 걸 좋아해요.

남자는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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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Jamie의 송별회에 갈 수 없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Jamie의 송별
회에 갈 수 없는 이유는 ① ‘남동생을 돌봐야 해서’이다.

11 ④
소재 School Sports Festival

어휘
•hand in 제출하다 (= submit) •assignment 과제, 숙제 •farewell party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체육 교사 Patrick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가

송별회 •babysit 아이를 봐 주다 •take care of ~을 돌보다

오는 School Sports Festival에 대해 상기시켜 주려 합니다. 여러분도

9 ②

수치 정보 파악

알다시피, 이 축제는 2년마다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10월 12일에
체육대회가 개최될 것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5개의 시합이 있으
며, 농구, 축구, 배구, 100미터 달리기, 400미터 계주입니다. 학생 각자

소재 래프팅 여행 예약

는 최대 두 종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댄스팀들이 그 날 댄스
해석

공연을 보여 줄 것입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고 우정을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른 질문이 더 있으면, 체육부로 연

여 안녕하세요, 이번 일요일에 래프팅 여행을 예약하고 싶어요.

락주세요.

남 좋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전일 여행은 100달러이고, 반나절 여

해설

행은 40달러입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반값입니다.
여 알겠어요. 요금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나요?

학생 각자는 최대 두 종목까지 참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

남 전일 여행에만 강변 바비큐 점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치하지 않는 것은 ④ ‘학생의 참가 경기 종목 수에는 제한이 없다.’이다.

여 좋습니다, 그럼 전일 여행으로 성인 두 명과 8살짜리 아이 한 명을 예약
할게요.

어휘
•remind 상기시키다 •competition 시합, 경쟁 •maximum 최대, 최고

남 멋지네요! 전일 여행으로 성인 두 명과 어린이 한 명이요.

•department 부서, 학과

여 맞아요. 웹사이트에서 받은 이 쿠폰을 쓸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이 쿠폰으로 총액에서 10퍼센트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여 좋아요!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12 ②
소재 텀블러 구입

해설
전일 여행은 100달러이고, 10살 미만 어린이들은 반값인데, 성인 두 명과 어

해석

린이 한 명을 예약하기로 하고, 총액(250달러)에서 10퍼센트(25달러) 쿠폰

남 Emily, 뭐 하고 있어?

할인을 받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225달러’이다.

여 캠핑 여행용 텀블러를 찾아보고 있어.
남 좋아. 우리가 텀블러를 사면, 일회용 컵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 하나 골라 보자.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reserve) •full-day 전일의, 하루 종일의
•half-day 반나절의, 반일의 •pay in cash 현금으로 지불하다

10 ③

도표 정보 파악

여 용량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내 생각에 1리터는 너무 큰 거 같아.
남 맞아. 그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 그러면 스테인리스와 도자기 중 어떤
소재가 더 좋아?
여 도자기가 좋아 보이지만, 쉽게 깨질 수 있어. 캠핑용으로는 스테인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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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Junior Winter Camp
해석

더 나아.
남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우리는 좋은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사야 해.
여 그래. 손잡이가 있으면 잡기에 더 쉬울 거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남네.

남 Amy, 이번 겨울에 특별한 계획이 있니?

남 어떤 게 더 싸니? 4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아.

여 나는 Junior Winter Camp에 참가할까 생각 중이었어서, 그것에 관한

여 나도 그래. 더 싼 것으로 선택하자.

이 안내책자를 구했어. 너도 관심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자.

해설

남 좋아. 캠프의 목적이 뭐니?

두 사람은 용량이 1리터보다 작고, 소재는 스테인리스이며, 손잡이가 있으면

여 그것은 학생들의 통솔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

서, 가격은 40달러보다 더 싼 텀블러를 사기로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구입

남 멋진 것 같아. 와, 우리가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할 텀블러는 ②이다.

여 그래, 직접 해 보는 워크숍, 팀 게임, 심지어 보물찾기 같은 거야.
남 보물찾기 우승자들한테는 상품권도 준다고 써 있어.
여 멋진데! 우리 함께 이 캠프를 신청하는 게 어때?
남 그러고 싶어. 어떻게 신청하지?
여 온라인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
남 오, 등록 학생 수가 단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대. 우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
해설

Junior Winter Camp의 목적은 학생의 통솔력 신장이고, 활동 종류는 직접
해 보는 워크숍, 팀 게임, 보물찾기 등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등록
가능 인원은 50명으로 언급되었지만, ③ ‘참가비’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brochure 안내책자, 팸플릿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leadership

skill 통솔력, 지도력 •hands-on 직접 해 보는 •treasure hunt 보물찾기
•limited 제한된, 한정된

어휘
•tumbler 텀블러 •disposable 일회용의 •capacity 용량, 용적 •material
소재, 재료 •ceramic 도자기 •hand grip 손잡이

13 ⑤

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소재 고장 난 태블릿 PC
해석
여 Harry, 화난 것처럼 보여. 무슨 일 있어?
남 내 태블릿 PC가 고장 났어.
여 안됐구나. 그것을 수리하러 고객 서비스 센터에 가 봤니?
남 응, 다녀왔어, 하지만 비용에 충격을 받았어.
여 네 태블릿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남 새것의 비용만큼 많이 들어!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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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너는 그것을 작년에 샀잖아. 아직 보증 기간 아니야?

해석

남 1년 보증 기간인데, 태블릿이 1년하고 1주일이 되었을 때 멎어 버렸어.

남 J
 enny와 Kevin은 고등학교 반 친구입니다. Jenny는 학생회 회장입니

여 직원에게 보증 기간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게 어

다. 그녀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학교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

때? 겨우 일주일인데!

녀는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포스터를 이용

남 사실, 요청해 봤는데, 직원은 회사가 보증 정책에 관해 매우 엄격하다고

하는 것이 축제를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림에 소질이 없습니다. Kevin은 그림 동아리의 회원입니다. 그는 어떻

말했어.
여 안됐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게든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Jenny는 그것을 듣고, Kevin에게

남 다른 브랜드로 새 것을 살 생각이야.

학교 축제를 위해 포스터를 그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
황에서 Jenny는 Kevi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비싼 수리비와 회사의 엄격한 보증 정책으로 인해 고장 난 태블릿 PC를 수리할

Jenny

학교 축제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 주겠니?

수 없는 남자에게 여자가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

해설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다른 브랜드로 새 것을 살 생각이야.’이다.

학생회 회장인 Jenny가 그림 동아리 회원인 Kevin에게 축제 홍보용 포스터

① 온라인 수업을 위해 내 태블릿을 사용할 거야.

를 그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므로, Jenny가 Kevin에게 할 말

② 그것을 수리하는 데 그들의 도움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해.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학교 축제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 주겠니?’이다.

③ 내가 이 제품의 보증 기간을 확인해 볼게.

① 나와 함께 그림 동아리에 가입할래?

④ 나는 내 휴대전화 없이는 못살 것 같아.

② 지금 우리 동아리 회의를 여는 게 어때?
③ 인터넷에서 너희 동아리를 홍보하는 게 어때?

어휘
•out of order 고장 난 •under warranty 보증 기간 중인 •die (기계가) 멎
다, 서다 •staff 직원 •flexible 융통성 있는 •strict 엄격한 •regarding

⑤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떼 줄래?
어휘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prepare for ~을 준비하다 •promote

~에 관하여

홍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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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응답 찾기(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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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문항 (주제 파악 / 언급 유무)

소재 대학 친구 모임 일정 조정
소재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한 동물들의 동면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해석

남 안녕, Cathy.

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Amazing Animals에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일부 동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 안녕, Paul.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대학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거 기억

은 추위를 견뎌 내기 위해 겨울에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동물들에 대

하지, 그렇지?
남 그럼. 그런데 이번에 나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례는 개구리입니다. 만약 여러

여 정말?

분이 겨울에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얼어붙은 개구리를 본다면, 그 개구리는

남 응, 요즘 직장에서 신규 프로젝트로 바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곰도 겨울에 잠을 잡니다. 이 동면 동안 곰은 3

여 오, 안 돼. 우리 모두 너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박쥐인

남 미안해,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야근을 해야 할 거야.

데, 유일하게 날 수 있는 포유동물입니다. 겨울에, 박쥐는 혼자 또는 무리

여 그 일을 더 일찍 하거나 아니면 더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하는데.

를 지어 동굴에서 잠을 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뱀들도 겨울

남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은 팀 프로젝트야.

동안에 어떤 형식의 깊은 수면 상태를 경험합니다. 동물들이 잠을 통해 혹

여 아, 그렇구나. 그 모임을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

독한 겨울을 이겨 낸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 글쎄,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친구들에게 폐가 될까 봐.

곤충에 대해 이야기할 내일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 걱정 마. 내가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볼게.

해설

해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대학 친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모

16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해 겨울에 깊은 잠을 자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잠으로 추위를 견

임을 한 주 미루면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남자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지

뎌 내는 동물들’이다.

만, 다른 친구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② 혹독한 환경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걱정 마. 내가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볼게.’이다.

③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사는 이유

① 미안하지만, 그건 취소되었어.

④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법

② 응, 모임이 연기되었어.

⑤ 야생 동물들의 밤 생활

④ 아, 우리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
⑤ 물론이지, 나는 금요일까지 그 프로젝트를 끝낼 거야.

개구리, 곰, 박쥐, 뱀은 동면을 취하는 동물의 예로 언급되었지만, ⑤ ‘다
람쥐’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어휘

17

•be busy with ~으로 바쁘다 •work overtime 야근을 하다, 초과 근무를

•harsh 가혹한, 혹독한 •circumstance 환경, 상황 •fall into a sleep 잠을
자다 •frozen 얼어붙은, 꽁꽁 언 •mammal 포유동물 •in groups 무리를

하다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gathering 모임

지어, 삼삼오오 •state 상태 •overcome 이겨 내다, 극복하다 •tune in 채

15 ④ 
소재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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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필수 듣기 기본 모의고사

널을 맞추다, 청취〔시청〕하다
상황에 적절한 말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