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파리 여행

듣기 대본 해석

남: 넌 Mike와 함께 파리에 갈 예정이니?

여: 그렇지 않아, 난 너무 바빠.

남: 그래? 안 됐구나. 그에게 이미 얘기했니?

여: 4  물론이지. 그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어.

어휘

super ad. 너무, 엄청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에게 파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을 Mike에게 얘기했는지 묻고 있는데, 

그에 적절한 대답은 4  ‘물론이지. 그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Mike는 알 권리가 있어.

2  너는 종종 휴가를 가니?

3  나는 가을에 파리에 가고 싶어.

5  아직 안 했어. 왜 그는 네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니?

총 어휘 수  3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늦는 친구 기다리기

듣기 대본 해석

여: Steve 어디 있어? 보통 시간 잘 지키는데. 

남: 아, 조금 전에 나한테 문자 보냈어. 조금 늦을 거야. 

여: 문자 보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그래?

남: 3  걱정 마. 분명 그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어휘

on time 정시에, 제때에     text n. 문자(text message), 글  

v.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는 늦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으므로 그에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3  ‘걱정 마. 분명 

그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맞아. 그는 방금 아파트를 떠났어. 

2  모르겠어. 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볼게. 

4  미안하지만 그는 지금 회의를 시작해야 해. 

5  그는 정말로 더 오래 기다릴 수 없어. 우린 늦을 거야.

총 어휘 수  43

03  담화 목적

소재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농구 대회 공지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농구 시합이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교직원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5년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팀으로 구성된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난 겨울에 대표 팀 대회에서 우승했고, 교직원들에게는 막강한 상대임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승자가 누구든지,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시합은 

항상 모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티켓은 4달러입니다. 이 시합의 모든 수입은 

내년에 체육관을 개조하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어휘

faculty n. 교직원     gymnasium n. 체육관     varsity n. 대표 팀     

opponent n. 반대자, (논쟁ㆍ경쟁의) 상대     victor n. 우승자    

proceeds n. 수입, 수익금

정답  1

문제풀이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농구 시합의 일정, 각 팀의 경기력, 티켓 가격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학생과 교직원 간의 

농구 시합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가 정답이다.

총 어휘 수  96

04  대화 주제

소재  Rad CraCra 에너지 음료의 인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새로 나온 Rad CraCra 에너지 음료 마실래?

남: Rad CraCra 좋지. 고마워!

여: 방금 매점에서 샀어.

남: 정말 차갑고 힘이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대로야!

여:  Rad CraCra가 되게 유명해지고 있어. 모든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쓰고 있어.

남: 그럼 다른 종목 운동 선수들도 Rad CraCra를 마신다는 거야?

여: 그래. 세계 각지의 선수들이 그것의 상쾌한 맛을 즐기고 있어.

남: 우리 상대편도 Rad CraCra 마시는지 궁금하네.

여: 몇 명은 마셔. 근데 걱정하지마. 우리 팀은 그래도 제일 잘해!

남: Rad CraCra를 계속 비 로 유지할 수는 없을 거야.

여: 맞아.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있잖아!

어휘

concession stand 매점     energizing a. 힘이 되는, 힘이 나는   

athlete n. 선수     boost v. 향상시키다, 북돋우다     refreshing a. 

상쾌하게 하는, 상쾌한, 가슴이 후련한

정답  2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는 새로 나온 에너지 음료 Rad CraCr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Rad CraCra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대화의 주제는 

2  ‘새로운 에너지 음료의 인기’이다. 

총 어휘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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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매장의 화장실 이용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좀 급한데요.

여: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을 사용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남: 정말인가요?

여: 그렇습니다. 회사 방침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감자튀김 주문하겠습니다.

여: 네. 다른 것 또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남: 라지 사이즈 탄산음료도 주세요.

여: 네. 저희 화장실은 모퉁이 돌아서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남: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휘

emergency n. 비상 사태     purchase v. 구입하다, 구매하다     

policy n. 정책, 방침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화장실을 찾는데 여자는 화장실 이용 전에 구매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가 감자튀김과 음료를 주문하고 여자는 주문을 받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4  ‘점원 — 고객’임을 알 수 있다.

오답 보기 해석

1  정비 직원 — 거주민

2  손님 — 호텔 접수 담당자

3  관광객 — 관광 가이드

5  상사 — 여종업원

총 어휘 수  79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생일 파티 준비

듣기 대본 해석

[휴대폰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Anna예요.

남: 안녕, 여보! 우리 Rachel의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요?

여:  잘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부탁한대로 “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벽에 붙여놨어요.

남: 잘 했네요! 하트 모양의 풍선도 구했어요?

여: 네, 벽에 그것을 붙였어요. 당신이 좋아할 거예요.

남: 잊지 않고 직사각형 탁자 대신에 원형 탁자를 준비했길 바라요.

여: 물론이죠! 많은 아이들이 오잖아요.

남: 생일 케이크는 어때요?

여: 2단 케이크로 샀어요. 다른 것은 또 없어요, 여보?

남:  글쎄, 토끼 그림이 있는 생일 파티 모자 찾았어요? 우리 딸이 토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여: 네, 찾았어요. 탁자 위에 케이크와 모자를 두었어요.

어휘

banner n. 현수막     attach v. 붙이다, 첨부하다     rectangular a. 

직사각형의     two-layer a. 2단의, 2층으로 된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원형 탁자를 준비했는지를 물었고,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17

07  부탁한 일

소재  포스터 붙이기

듣기 대본 해석

남: Jane! 뭐해?

여: 안녕 Harry. 이 포스터 마무리 하고 있었어.

남: 좋네. 무슨 포스터야?

여:  학교 장기자랑 홍보 포스터야. 참가자들이 더 필요해.

남:  멋진데. 너도 참가하는 거야?

여:  나는 딱히 장기가 없는 것 같아. 행사 홍보랑 준비만 도와주고 있어.

남:  Martin 선생님께 포스터 붙여도 되냐고 허락 받아야 할 거야.

여:  그래야 되는 줄 몰랐네. 고마워.

남: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알려줘.

여:  이거 붙이는 걸 도와줄 키 큰 사람이 필요하긴 해.

남:  물론이지. 도와줄게.

어휘

finishing touches 마무리 작업, 마무리 손질     promote v. 홍보하다,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talent show 장기자랑     promotion n. 홍보

(판촉)활동, 승진     organization n. 준비, 조직, 구성     put ~ up (눈에 

잘 띄게) 붙이다, 게시하다

정답  5

문제풀이

학교 장기자랑 홍보 포스터를 마무리하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자 여자는 포스터를 붙이려면 키가 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정답은 5  ‘포스터 붙이기’이다.

총 어휘 수  109

08  이유

소재  영어 철자 맞히기 대회

듣기 대본 해석

남:  Karen, 뭐하니? 숙제하고 있는 거니?

여:  아니, 사실 다음 주에 철자 맞히기 대회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어.

남:  멋지다. 참가하기로 결정한 거구나.

여:  맞아. 어제 열린 예선을 통과했어.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니 좀 떨려.

남:  통과했다니 축하해. 너는 영어를 잘하잖아. 넌 잘 해낼 거야.

여:  민망하게 만들지마 Ted. [잠시 후] 너 영어 클럽 회원이잖아, 그렇지?

남:  응. 지난 학기에 합류했지.

여:  너도 대회에 참가해야지. 너와 겨루면 정말 재미있겠는데.

남: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난 매주 토요일에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든.

여:  그렇구나.

남:  행운을 빌어. 널 응원할게.

여:  고마워!

어휘

preliminary round 예선     blush v. 얼굴을 붉히다     compete v. 

경쟁하다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root for ~을 응원하다

01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3



정답  5

문제풀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는 자신도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만 매주 토요일에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남자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5  ‘동물 보호소 자원봉사가 있어서’이다.

총 어휘 수  118

09  숫자

소재  음반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Fat Panda 음반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The Disguised의 앨범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남:  앨범 둘 다 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여:  얼마예요?

남:  데뷔 앨범은 9달러이고 최근 것은 11달러입니다.

여:  좋네요. 둘 다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최근에 팬이 되셨나봐요.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여:  없어요. 아, 10퍼센트 할인 쿠폰 있어요. 여기요.

남:  죄송하지만 지난 달에 기한이 만료됐네요.

여:  안타깝네요. 괜찮아요. 여기 카드요.

어휘

latest a. 최근의, 최신의     expire v. 만료되다, 만기가 되다     

that’s a shame 안타깝네요, 유감이네요, 안 됐네요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9달러짜리 데뷔 앨범과 11달러짜리 최근 앨범을 사고자 한다. 10퍼센트 

할인 쿠폰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4  ‘$20’이다.

총 어휘 수  103

10  언급 유무

소재  Rainier 산에 관한 대화

듣기 대본 해석

여: 와, 저 산 굉장해 보이는 걸.

남:  그래, 저건 이 주에서 가장 큰 산이야. 여행 안내서에서 그것에 관해서 읽었어. 

Rainier산이라고 불린대.

여: 정말? 높이는 얼마나 되지?

남: 책에 대략 4,400m라고 나와 있어.

여: 왜 Rainier산이라고 부를까? 여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니?

남:  이 산은 영국 제독 Peter Rainier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바로 여기 나와 

있어. 책 한번 볼래?

여: 그래. [잠시 후] 음... 정상까지 등반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

남: 아마도 정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렇지?

여: 음, 가장 짧은 등반이 약 3일 걸려.

남:  그렇군. 음, 우리는 시애틀에 이틀만 더 머무를 거야. 아마도 우리는 다음 번에 

하이킹 해야 할 것 같은데.

여:  그랬으면 좋겠다. 책자에서 7월과 8월이 등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말하네.

남: 그럼 내년 여름에 여기 다시 오자.

어휘

incredible a. 굉장한, 놀라운, 믿을 수 없는     name A after B B의 

이름을 따서 A라고 명명하다     admiral n. 제독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의 대화에 산의 높이(4,400m), 산 이름의 유래(영국 제독 Peter 
Rainier의 이름을 따서),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3일), 등산하기 좋은 시기

(7-8월)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봉우리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3  ‘봉우리 개수’이다.

총 어휘 수  153

11  내용 일치ㆍ불일치

소재  Anders Adamson의 작품세계

듣기 대본 해석

여:  저희 갤러리 개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진 작가 

Anders Adamson을 소개하려 합니다. Adamson은 20세기의 매우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사진을 사랑

했습니다. 그는 자연에 관한 사진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진작품은 The Grandest Canyon입니다. 그는 Grand Canyon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매우 잘 담아내었기에 빠르게 세계 곳곳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연에 있는 사람들을 사진 찍기 좋아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그의 다른 작품들만큼 많은 찬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사람과 자연에 대한 그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어휘

feature v. 특징으로 삼다, ~를 주로 다루다     raise v. 기르다, 들어올리다  

capture v. 포착하다, 담아내다, ~의 관심을 사로잡다     vastness n. 

광대함     collection n. 모음집, 발표 작품, 수집품     gain recognition 
인정 받다     praise n. 찬사, 칭찬     connection n. 연관성, 연결

정답  5

문제풀이

마지막 부분에서 Anders Adamson은 자연에 있는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다른 사진들보다는 찬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그는 사람이 나오는 사진은 찍지 않았다.’이다.

총 어휘 수  104

12  도표

소재  방갈로 렌트

듣기 대본 해석

여: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갈로 렌트하려고 하세요?

남:  네. 저희는 여기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어디 머무를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여: 그럼요. 이 3개 해변에 저희 방갈로가 이용 가능합니다.

남: 좋아요. 하룻밤에 60달러 이상은 쓰고 싶지 않아요. 

여: 알겠습니다. 어떤 크기의 방갈로를 원하세요? 

남: 4명한테 충분한 걸로요. 

여: 그럼 이것들로 좁혀지네요. 해변에 있는 게 좋으세요?

남: 그거 좋겠네요. 자면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요.

여: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창문도 가지고 있어요.

남: 완벽하네요. 3박으로 할게요.

04  



어휘

recommendation n. 추천     available a. 이용할 수 있는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하루에 60달러 이상은 쓰고 싶지 않고, 4명한테 충분한 것을 원했으

므로 2 ~ 4 번이 남는다. 그 중에 해변이 있고, 창문도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

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1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새로 페인트칠한 침실

듣기 대본 해석

여: 제 침실 멋진데요. 고마워요 아빠. 

남: 하얀색이 좀 단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옅은 녹색이 훨씬 더 낫구나. 

여: 맞아요. 방 분위기가 확 사는데요?

남: 그리고 침대커버하고도 잘 어울리잖니. 

여: 맞아요. 녹색을 전 가장 좋아해요. 

남: 기다려... 이것 좀 봐라. 

여: 뭐예요?

남: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네 큰 곰 인형에 페인트를 묻힌 것 같구나. 

여: 안돼.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주신 건데. 

남: 알고 있어. 좀 더 조심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빠?

남: 4  그분들이 페인트를 지우는 방법을 아는지 물어볼게. 

어휘

stuffed a. (인형, 쿠션 등이) 속을 채운     <문제> suitable a. 적합한     

remove v. 제거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새롭게 페인트칠이 된 여자의 방에 만족감을 드러내던 중 여자가 아끼는 곰 

인형에 페인트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으므로 4  ‘그분

들이 페인트를 지우는 방법을 아는지 물어볼게.’가 정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내 곰 인형이 네 침실에는 너무 커.

2  꼭 할머니에게 감사편지를 쓰거라. 

3  내 생각에는 하얀색이 네 침실에 더 어울릴 것 같아. 

5  페인트와 어울릴 만한 새로운 침대커버를 사야 할 거야.

총 어휘 수  100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One Direction 팬미팅

듣기 대본 해석

남: 야, 이 긴 줄은 뭐야?

여: One Direction의 팬 감사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남: 그렇구나. 뭐 하는 건데?

여:  음, 그 밴드가 팬들이랑 팬미팅을 개최할 거야. 그들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한 

좋은 기회지.

남: 이 줄에 한 600명은 있는 것 같아.

여: 응, 여기 팬들 많아. 그리고 무료 이벤트야.

남: 재미 있겠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여:  글쎄,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내가 여기 30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

남: 꽤 오래 걸리네.

여: 5  그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어.

어휘

appreciation n. 감사     <문제> worth a. ~의 가치가 있는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밴드 멤버들과 팬들이 만나는 행사를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30분 

기다렸고 앞으로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하자 꽤 오래 걸린다는 남자의 

반응에 여자의 적절한 응답은 5  ‘그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표를 먼저 구매할 걸.

2  우리는 경기장에 많이 가깝진 않네.

3  쉬워. 그냥 저기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돼. 

4  난 안 갈래. 그다지 팬이 아니라서.

총 어휘 수  112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막히는 길에서 차 안에 있는 상황

듣기 대본 해석

여:  Katie와 Mathew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캘리포니아 남부로 신혼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Katie가 길을 알려주면서 Mathew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지나자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교통 체증에 갇혀 

그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한 시간 동안 50 마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차에 세 시간 동안 앉아있어서 Katie는 갑갑해지기 시작했고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Katie는 Mathew에게 몸도 좀 풀고 화장실도 다녀오게 

다음 출구에서 빠지자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atie가 

Mathew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Katie: 5  다음 출구로 나가자. 화장실 가야 돼.

어휘

honeymoon n. 신혼여행     navigate v. 길을 찾다     traffic jam 
교통 체증     inch along 조금씩 움직이다     cramped a. 비좁은, 갑갑한

take the next exit 다음 출구에서 빠지다     <문제> pull over 
길 한쪽으로 차를 대다

정답  5

문제풀이

신혼여행 중 차가 막혀서 세 시간 동안 차에 있다 보니 Katie는 갑갑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다음 길에서 빠지자고 말하려 한다. 따라서 적절한 말은 5  ‘다음 

출구로 나가자. 화장실 가야 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다시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아.

2  길을 잃은 것 같아. 방향 좀 물어보자.

3  이렇게 심하게 차가 막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4  나 운전 좀 쉬고 몸을 풀어야 할 것 같아.

총 어휘 수  114

01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5



06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자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거나 등산을 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거나 당신이 오르고 싶은 산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의 형님은 우리의 아픈 삼촌을 위한 돈을 모금하기 위해 

동해안에서 열리는 매우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경주가 있기 

몇 달 전에 그는 매우 엄격한 식단에 따라 먹기 시작했고,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경주 날이 되었을 때에 나의 형님은 그의 삶에서 

가장 건강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경주를 끝마쳤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바라던 돈 보다 두 배 더 많이 

모았습니다. 나의 형님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잘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휘

raise v. 모금하다     strict a. 엄격한     in good shape (몸의) 상태가 

좋은, 건강한

정답  16 1    17 4

문제풀이

16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1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자.’이다.

17  남자의 형은 아픈 삼촌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마라톤에 참가했으므로 정답은 

4  ‘아픈 친척을 위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이다.

총 어휘 수  149

DICTATION ANSWERS

01 I’m super busy

02   usually on time / sent me a text  

03   have a lot of experience / to be a tough opponent / 
proceeds from this event 

04   would you like to have / to boost their performance / 
still better than the rest

05   kind of an emergency / It’s our company policy / right 
around the corner 

06   I put a banner on the wall / I hope you remembered to / 
I bought a two-layer cake

07   putting the fi nishing touches / promote the school talent 
show / to help me put it up

08  I’m a bit nervous about the competition / Don’t make 
me blush / compete against you

09  I’ll take both of them / this coupon for ten percent off  / 
this coupon expired 

10  that mountain looks incredible / the mountain is named 
aft er / takes about three days

11   captured the beauty and vastness of / quickly gained 
worldwide recognition / as much praise as his others 

12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 spend more than 
sixty dollars a night / Th at narrows it down

13   much better choice / really brightens up / would’ve 
been more careful

14   Fan Appreciation Day / a great opportunity to / getting 
close to the front

15   just got married / feel cramped

16-17  hiring a professional trainer / was in the best shape 
of his life / twice as much money as he’d h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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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휴대폰 충전기 빌리기

듣기 대본 해석

남: 휴대폰 충전기 있니, Lina?

여: 응, 배낭에 있어. 왜?

남:  빌려야 해서. 어젯밤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을 깜박했거든.

여: 1  좋아, 사용해도 돼.

어휘

charger n. 충전기     borrow v. 빌리다     <문제> charge v. 청구하다, 

충전하다

정답  1  

문제풀이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야 한다는 남자의 말에 적절한 응답은 1  ‘좋아, 사용해도 

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그것을 어서 찾길 바라.

3  그것이 작동을 안 한다니 유감이야.

4  내 전화기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5  전화기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야.

총 어휘 수  3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버스 출발 시간

듣기 대본 해석

여: 버스 잡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

남: 응, 그런 것 같아. 약속에 늦겠네.

여: 다음 버스는 언제 출발해?

남: 5  버스 시간표 찾아볼게.

어휘

appointment n. 약속     <문제> policy n. 정책, 방침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다음 버스가 언제 출발하는지 물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시간표를 찾아보겠다는 5  ‘버스 시간표 찾아볼게.’가 가장 적절한 남자의 

응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선착순으로 타는 규칙이 있어.

2  버스 정류장에 일찍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  앞 쪽 좌석에 앉자. 

4  버스 오래 타면서 하는 여행을 언제나 좋아했어.

총 어휘 수  36

03  의견

소재  병원에 대한 예산 사용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오늘 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서 세운 올해 예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는 지금 예산의 

20퍼센트를 새로운 종합 병원을 짓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를 더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4개의 종합 병원이 

있고, 더욱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안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경찰은 인력도 모자라고 저임금을 받습니다. 

시는 이 문제에 더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휘

budget n. 예산     general hospital 종합 병원     additional a. 
추가의     necessary a. 필요한     security n. 보안     crime rate 
범죄율     understaffed a. 인력이 부족한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address v. 신경쓰다, 고심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현재 종합 병원이 4개나 있고 병원을 짓는 것보다 늘어나는 범죄율이나 

경찰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예산을 보안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예산을 보안에 투자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05

04  대화 주제

소재  인도 음식의 장점

듣기 대본 해석

여:  Mike, 휴대폰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남: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welp.com에서 레스토랑을 둘러보고 있어.

여:    Main Street에 새로 생긴 인도 뷔페는 어때? 꼭 한번 가봐야 돼.

남:  가고 싶었는데 뷔페 가면 난 보통 과식을 해. 요즘 몸무게에 신경 쓰고 있어.

여:  그래도 인도 음식은 맛있으면서 영양가가 높아.

남:  그래서 거기서 뭘 먹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여: 응. 칼로리도 적고 건강에 무척 좋아.

남:  거기 양고기 카레를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맛있다던데.

여:  맛있어. 지난 번에 내가 과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건강하게 느껴졌어.

남: 좋네. 꼭 가야지.

어휘

browse v. 둘러보다     buffet n. 뷔페     overeat v. 과식하다     

nutritious a. 영양가가 높은     incredibly ad.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척      

awesome a. 기막히게 좋은, 엄청난

정답  1  

문제풀이

여자친구와 함께 갈 식당을 찾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인도 음식 뷔페 식당을 

추천하고, 인도 음식이 왜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인도 음식의 장점’이다.

총 어휘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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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학생 사설에 대한 감상평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Lincoln 선생님. 

남:  안녕 Rachel. 와줘서 고마워. 

여:  뭘요.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   정말 좋았어!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최고의 학생 사설 중 하나야. 

여: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내 생각에는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 학생들은 정말로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거든. 

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기분 좋네요. 

남:   교사 휴게실에서도 그걸 돌려보게 했지. Jones 선생님도 읽고 좋아하셨어. 

다른 기사를 쓸 계획이라고 들었어.

여: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개 있어요. 꼭 최선을 다할게요. 

남:   좋아, Rachel. 네 작품을 더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할게.

어휘

article n. 기사, 논설, 논문     editorial n. 사설  a. 편집의, 편집과 관련된     

float v. 떠돌다, 떠가다     give it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있는 힘껏 

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쓴 학생 사설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칭찬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

들에게도 읽기를 권유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1  ‘교사 — 학생’이다.

총 어휘 수  117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휴가 때 가족사진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Sally. 그게 뭐야? 

여: 지난 휴가 때 가족사진이야. 한번 봐.

남:  [잠시 후] 정말 아름다운 일출이다. 아침식사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여: 맞아. 

남:  와, 너희 부모님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계시네. 정말 친절해 보이셔.

여:  정말 그러셔. 어머니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나의 오빠야. 뒤에 배 

보이니? 

남: 응. 그날 범선 탔니? 

여: 탔지. 날씨가 완벽했어. 

남:  어머니 뒤에서 물 밖으로 뛰는 건 물고기니?

여: 그런 거 같아. 음... 난 알아채지 못 했네!

남: 너와 너희 가족은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어휘

sunrise n. 해돋이, 일출     notice v. 알아채다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어머니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오빠라고 했는데, 그림에서 

그는 한 손으로 V를 만들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15

07  할 일

소재  친구 대신 메시지 보내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이봐, Mike, 무슨 일 있어?

남:  아무 일 없어.

여: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남:   내가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을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여:  왜 그렇게 생각해?

남:   내가 실수를 했고 지난밤에 전화를 해서 그에게 매우 불쾌한 말을 했어.

여:  아, 네가 그를 모욕했다는 의미야?

남:   맞아.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 내가 다시 걸어봤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

여:   네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가 대답할지 안 할지 봐야 할 것 같아.

남: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국어로 글쓰기를 잘 못해서 그를 다시 불쾌하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여:  내가 대신 써줄까?

남:  그거 좋겠다. 정말 고마워.

어휘

upset v. 속상하게 만들다     offensive a. 모욕적인, 불쾌한     

insulted a. 모욕당한, 무시당한     hang up 전화를 끊다     respond 
v. 대답하다     risk v. 위험을 감수하다     offend v. 기분 상하게 하다, 

불쾌하게 만들다     <문제>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내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화난 한국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여자가 

대신 써주기로 했으므로 정답은 3  ‘한국어로 메시지 보내주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기

2  전화로 사과하기 

4  그의 어머니와 시간 보내기

5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총 어휘 수  123

08  이유

소재  새로 산 집

듣기 대본 해석

여:   당신이 새 집을 샀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맘에 들어요?

남:   정말 마음에 들어요. Crescent Drive 꼭대기에서 놀라운 전망을 가진 

집이에요.

여:   Crescent Drive요?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남:   최고의 장소에 있긴 한데 집주인이 좋은 거래를 해줬어요.

여:  정말이요? 왜요?

남:  사실 그는 제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거든요.

여:  잠깐만요, 당신 부동산 중개업자도 당신 아버지의 친구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네요!

남:  그게 바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같은 분이세요!

여:  와! 정말 재미있네요.

남:  네, 저도 알아요. 사실 제가 6개월 전에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알아보기 

시작하기로 한 때거든요. 그때 막 그는 그의 집을 팔려고 했었고, 그게 

우리에게 완벽했던 거죠!

여:   기막힌 우연의 일치네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남:   그래요, 제 아내도요. 내가 그녀한테 말했을 때 그녀는 거의 기절했어요.

08  



어휘

sought-after a.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은     fortune n. 거금; 

재산     realtor n. 부동산 중개업자     coincidence n. 우연의 일치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집주인이자 중개업자인 사람이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인데다가 그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5  ‘집주인이 남자 아버지의 

친구분이라서’이다.

총 어휘 수  155

09  숫자

소재  가구점에서 전시 상품 할인

듣기 대본 해석

남: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저기에 있는 식탁을 구입하고 싶어요. 전시 물품은 할인되나요?

남:  예, 정가의 20퍼센트를 할인해 드립니다.

여:  그럼, 저 식탁은 얼마인가요?

남:  원래 가격이 150달러입니다.

여:  의자는 얼마죠?

남:   의자는 개당 20달러인데, 역시 20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여:   그렇군요. 그럼 저 식탁과 의자 다섯 개를 살게요.

남:  다른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

여:   잠깐만요. 이 가게에서 받은 할인 쿠폰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   잠깐 볼게요. [잠시 후] 10퍼센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

되었네요.

여: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여기 제 신용카드요.

어휘

display model 전시 물품, 진열품     originally ad. 원래는     expire v. 

만료되다, 만기가 되다

정답  3  

문제풀이

식탁이 하나에 150달러, 의자 한 개에 20달러인데 의자를 다섯 개 구입

했으므로 100달러가 되어서 총 250달러이다. 하지만 진열 상품은 20퍼센트 

할인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200달러가 된다. 10퍼센트 할인 

쿠폰은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최종 가격은 3  ‘$200’이다.

총 어휘 수  107

10  언급 유무

소재  범고래에 관한 다큐멘터리

듣기 대본 해석

여:  Scott, 주말 잘 보냈어?

남:   응. 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봤어.

여:  좋네. 얘기 좀 해줘 봐.

남:  음, 사육되고 있는 범고래들에 대한 거였어.

여:  아,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사실 참 슬픈 일이야.

남:  맞아. 사육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

여:  너무 작은 수조에서 생활한다는 거야?

남:   응. 사육사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경우도 많아.

여:  끔찍하다.

남:   그리고 그들은 아주 외롭기도 해. 원래 사회적인 동물들인데, 새끼랑도 

떨어져 지내게 한대.

여:  끔찍하다. 보통 새끼를 몇 마리 낳아?

남:   보통 포유류들 처럼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안 낳는대.

여:   나도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봐야겠다.

남:  꼭 봐. 정말 추천해.

어휘

fascinating a. 흥미로운, 매력적인     in captivity 사육 상태인, 포로가 

되어     abuse v. 학대하다     separate v. 분리되다, 나뉘다     calf n. 
(하마, 물소, 고래, 사슴 등의) 새끼

정답  2  

문제풀이

두 사람은 남자가 봤던 범고래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범고래의 사육 환경, 사육사들에 의한 학대, 범고래의 사회성, 새끼의 수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먹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범고래의 

먹이’이다.

총 어휘 수  121

11  내용 일치ㆍ불일치

소재  K-pop

듣기 대본 해석

남:  Tommy Bowers입니다. 최근 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K-pop, 즉 한국의 대중음악은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비롯된 

장르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곡조는 댄스, 일렉트로닉, 힙합, 일렉트로 팝, 

그리고 심지어 R&B음악의 요소들을 결합했고, 아티스트들은 거의 매달마다 

한국을 휩쓰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냅니다. 일부의 K-pop 스타들은 

세계의 가장 큰 도시들에 있는 경기장을 매진시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K-pop을 듣습니다. 

음악을 넘어, K-pop은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나름의 하위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어휘

originate in ~에서 유래(비롯)되다     catchy a. 눈길을 사로잡는     

combine v. 결합하다     sweep v. (휩)쓸다     subculture n. 하위문화

정답  4  

문제풀이

세계의 큰 도시들 경기장에서 공연 매진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해외매출 

규모의 매년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4  ‘K-pop의 해외매출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05

12  도표

소재  같이 갈 수 있는 세미나 고르기

듣기 대본 해석

남: Margaret, 지금 그 스케줄 보고 있는 거에요?

여:  맞아요. 세미나에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남:   나도 그래요. 이틀 동안 하는 행사잖아요. 훌륭한 연설가들도 온다고 하네요.

여:  토요일에 같이 가요.

남:  그러고 싶지만 그날 손주들이 놀러 와요.

여:   그럼 일요일 아침은 어때요? 전 오후에는 주사위 놀이를 해야 돼요.

02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9



남:   좋은 생각이에요. 어느 과목이 나은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고르면 돼요.

여: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남: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  좋아요. 그럼 이걸로 가요.

어휘

seminar n. 세미나     backgammon n. 백개먼(주사위 놀이의 일종)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토요일은 안 된다고 했으므로 3 ~ 5 번 중에 골라야 하는데 일요일 

오전에 가기로 했으므로 3 , 4  중 하나이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고른 세미나는 4 번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03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팬 좌석에 앉아 있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Philip! 왜 팬 좌석에 앉아 있어요?

남:  그냥 힘든 경기 끝내고 쉬고 있는 거에요.

여:  여기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남:   자주 안 와요. 탈의실이 지금 시끄러워요. 방해돼서요.

여:  그럼 훈련실에 가 있는 게 어때요?

남:  그러고 싶은데 못 가요.

여:  왜 못 가세요?

남:  Dr. Fecc 아시죠?

여:  네, 알아요. 팀 매니저잖아요.

남:   맞아요. 그가 지금 훈련실에 있어서 좀 불편해서요.

여: 5  그래서 모두를 피하려고 여기로 올라왔군요.

어휘

distracting a. 방해되는, 마음을 산란케 하는     president n. (운동 팀의) 

매니저, 회장, 대통령     uncomfortable a. 불편한     

<문제> have ~ in common ~을 공통적으로 지니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탈의실이 시끄럽고 훈련실에는 팀 매니저가 와 있어서 불편하다고 

했으므로 그에 맞는 여자의 응답은 5  ‘그래서 모두를 피하려고 여기로 올라

왔군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둘 다 공통점이 참 많아요.

2  걱정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아지고 있어요.

3  맞아요. 항상 활발하게 지내는 게 건강에 좋아요.

4  훈련실을 계속 개방하는 건 비싸요.

총 어휘 수  92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비디오 제작

듣기 대본 해석

여: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Jenkins 선생님?

남:  물론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ite 선생님?

여:   비디오에 목소리를 어떻게 입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남:  물론이죠, 아주 쉬워요.

여:  너무 고마워요.

남: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의 비디오죠?

여:   학생들이 지난 주에 동물원으로 소풍 갔을 때 찍은 비디오예요.

남: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저도 들었어요. 

여: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뭔가를 만

들어 주려고 생각했어요.

남: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여:  고마워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남: 4  아이들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어휘

give me a hand 도와주다     add a voice-over 목소리를 입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어 넣다     field trip 현장학습, 소풍

정답  4  

문제풀이 

아이들이 소풍 갔을 때의 영상을 아이들에게 비디오로 만들어 주고 싶어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으므로 마지막 

대답은 4  ‘아이들이 정말 감사할 거예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저는 제가 그 동물원에 익숙하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2  저는 아이들이 동물들을 비디오로 찍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3  저는 그 동물원이 학생들을 데려가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5  만약에 당신이 사진을 찍을 거면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총 어휘 수  105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룸메이트와의 청소

듣기 대본 해석

여:   Rachel과 그녀의 룸메이트인 Kim은 그들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Rachel은 부엌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Kim은 침실과 공동구역에 책임이 

있습니다. Kim은 그녀의 부모님이 방문하실 거라서 그녀의 침실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합니다. 공동구역을 청소하는 데에 그 시간의 반 정도만 

들여 놓고서 그녀는 집에 오는 친구를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achel은 부엌을 방금 청소했고 공동구역이 충분하게 청소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Rachel은 Kim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Rachel:  5  공동구역 청소하는 데 시간을 더 써줄래?

어휘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common a. 공동의, 공통의     

come over (~의 집에) 오다, 들르다    upset a. 속상한, 마음이 상한

정답  5  

문제풀이

Rachel은 Kim이 침실은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공동구역은 그의 반 정도 

시간에 청소를 한 후, 친구가 온다며 저녁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Rachel이 Kim에게 공동구역 청소에 더 시간을 들여달라고 말해야 

하므로 5  ‘공동구역을 청소하는 데 시간을 더 써줄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오늘은 더 이상 청소 하지 말자.

2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

3  내 친구와 나를 위해 저녁을 만들어줘.

4  나는 네가 오늘 밤 나가서 먹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 어휘 수  115

10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기억력 강화를 위한 음식

듣기 대본 해석

남:   저는 오늘 제가 일주일 전에 가졌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연히 저는 전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녀 모두에게 곧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들과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기억을 더 좋게 하는 방법

입니다. 연구들은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뇌의 

작용을 더 잘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생선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항상 음식의 원산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리나 생선은 그들이 

자란 땅이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휘

encounter n. 우연한 만남     awkward a. 어색한     strengthen v. 

강화시키다     spinach n. 시금치     aware a. 알고 있는     pollutant 
n. 오염물질, 오염원     <문제> enhance v. 강화시키다, 향상시키다     

poultry n. (닭, 오리, 거위 따위) 가금류    

정답  16 1    17 3  

문제풀이

16  남자는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났던 일을 예로 들면서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1  ‘기억력 

강화 음식 먹기를 추천하려고’가 된다.

17  남자는 기억력 강화를 위한 음식으로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야채, 생선을 언급했지만 소고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소고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베리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3  오메가3 지방산의 이점들을 설명하려고

4  저녁식사에서 새로운 가금류 선택사항을 소개하려고

5  기억 손실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총 어휘 수  146

DICTATION ANSWERS

01 I need to borrow it

02   be late for the appointment

03   spending twenty percent of the budget / has been rising 
for / take action

04   overeat at buff ets / low in calories / I can’t wait to go

05   what do you think about / you’re planning to write 
another article / give it my best

06   What a lovely sunrise / go on a sailboat / jumping out 
of the water

07   something very off ensive / hung up the phone / I’m 
not very good at writing 

08  sought-aft er real estate / must have paid a fortune / 
good friend of my father / nearly fainted

09  Is there any discount / the regular price / Hold on / 
it has expired

10  fascinating documentary / in captivity / oft en abused 
by / only have one calf at a time

11   originated in South Korea / sweep the nation / formed 
its own subculture

12   Some great speakers are coming / sounds good to me / 
thinking the same thing

13   I’m just relaxing / It’s distracting

14   give me a hand / on the fi eld trip to the zoo / make 
something special

15   Kim is responsible for her bedroom / spends almost 
an hour cleaning her bedroom / has been cleaned well 
enough

16-17  I ran into an old girlfriend of mine / an awkward 
situation / strengthen your memory / twice or 
three times a week / be aware of where your food 
comes from

02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1



12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자동차 판매 대리점 위치 문의

듣기 대본 해석

남: 새 차를 사기 위해 둘러 보고 싶어요.

여: 정말이요? 새 차를 사는 것은 큰 투자죠.

남:  예, 그렇지만 정말 필요해서 최대한 빨리 사야 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대리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 1  우리 집 근처에 큰 대리점이 있어요.

어휘

investment n. 투자     dealership n. (자동차) 대리점

정답  1  

문제풀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위치를 물었으므로 여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우리 집 근처에 큰 대리점이 있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맞아요, 중고차를 사는 것은 큰 위험부담이에요.

3  물론이죠, 이 새 SUV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4  맞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래임이 틀림없어요.

5  네. 그는 차 뒤 저쪽에 서 있어요.

총 어휘 수  50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기차 시간

듣기 대본 해석

여: 우리 기차 시간이 다 되어가. 아직 안 끝났니?

남: 머리만 말리면 돼요. 

여: 이러다 늦겠다.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남: 3  걱정 마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어휘
<문제> stop by (잠시) 들르다  

정답  3  

문제풀이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늦겠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적절한 대답은 3  ‘걱정 마세요. 시간은 충분해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시장에 들를 수 있을까요?

2  터미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5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총 어휘 수  34

03  담화 목적

소재  폭풍 발생에 대비한 교실 관리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교감 선생님 Pattinson이 날씨 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들었듯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폭풍이 오늘 밤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교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창문을 닫아 주세요. 비가 설비를 손상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커튼을 내려주세요. 창문이 깨지더라도 커튼이 교실 

전체에 유리 조각이 흩뿌려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휘

severe a. 극심한, 심각한     cluster n. 무리     equipment n. 설비, 

장비, 용품     scatter v. (흩)뿌리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폭풍이 통과할 예정이므로 학교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려달라고 당부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폭풍 발생에 대비한 교실 관리를 당부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6

04  대화 주제

소재  통나무 집의 장단점

듣기 대본 해석

여: 이 지역 너무 예쁘다. 나무 집들 봐봐.

남: 응, 저것들은 통나무 집이야. 훌륭하지?

여: 응. 통나무 집이 아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들었어.

남: 맞아. 나도 통나무 집에 살고 싶어.

여:  그렇긴 한데 통나무 집에는 벽돌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다더라.

남: 정말? 어떤 거?

여:  음, 흰개미 같은 벌레들이 가끔 나무를 갉아 먹어서 집에 손상을 입히거든.

남: 그렇군, 심각한 문제 같네. 나는 벌레들을 정말 싫어해.

여: 나도. 그리고 벽돌집보다 불이 더 잘 난대.

남: 그것도 사실이겠네. 통나무 집을 갖는 것엔 장단점이 있나봐.

어휘

efficient a. 효율적인     termite n. 흰개미     destroy v. 파괴하다, 

손상을 입히다     advantage n. 장점, 이점     disadvantage n. 단점, 

약점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은 통나무 집을 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

라서 대화의 주제는 3  ‘통나무 집의 장단점’이다.

총 어휘 수  114

01 1  02 3  03 4  04 3  05 5  06 1    
07 5  08 2  09 2  10 5  11 3  12 3    
13 2  14 4  15 4  16 5  17 4

본문 p.200303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책 상자 배달 시간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Tom Smith 씨 계신가요?

남: 본인인데요. 누구세요?

여:  The Delivery Doctor입니다. 혹시 사무실이 신사빌딩에 위치해 있습니까?

남: 맞습니다.

여: 책 한 상자 택배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오후에 배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 몇 시쯤 오실 예정이세요?

여: 한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때 계실 건가요?

남: 죄송하지만 그 때는 사무실에 없을 것 같네요.

여: 세 시쯤에는요?

남: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빌딩 경비실에 맡겨 놓으실 수는 없을까요?

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Smith 씨.

어휘

be located in ~에 위치하다     doubt v. 확신하지 못하다, 의심하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오후에 배달할 물건이 있다고 말하고 도착 예정 시간을 말했다. 

남자는 그 시간대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5  ‘택배 기사 — 택배 받는 사람’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09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교수 연구실 건물 찾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전 Ted Bunder 교수이고 올해 범죄과학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학교 신입생들이므로 여러분께 제 

연구실에 어떻게 오는지 설명해드리죠. 정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 

네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장 먼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에 학생 회관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영어과 건물이 

있습니다. 계속 오시면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고, 제 연구실은 도서관 뒤 

건물에 있습니다. 지금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곧 캠퍼스에 

익숙해질 겁니다.

어휘

criminal a. 범죄의     main gate 정문     get used to ~에 익숙해

지다

정답  1  

문제풀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네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른쪽 길이라 했고, 

오른쪽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학생 회관이, 왼쪽에 영어과 건물이 

있다. 계속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고 연구실은 그 뒤 건물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12

07  할 일

소재  아이들의 경기 준비

듣기 대본 해석

여:  감독님.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남: 아이들은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여: 맞아요. 근데 이 탄산 음료는 뭐예요?

남: 부모님들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경기장에 가져 갈 거예요.

여: 저번처럼 부모님들이 간식을 가져올까요?

남: 그럴 것 같아요. 상기시켜주는 메일을 보냈어요.

여: 좋네요. 다 준비된 것 같군요.

남: 아직 기념품 세 박스를 아이들한테 갖다 줘야 해요.

여: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 그거 좋겠네요. 당신 같은 보조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 뭘요.

어휘

souvenir n. 기념품     assistant n. 보조원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다른 준비는 마쳤고, 아이들에게 기념품 세 박스를 갖다 줘야 한다고 하자 

여자는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은 5  ‘기념품을 

아이들에게 갖다 주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팬들을 초대하기

2  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3  탄산 음료를 구매하기

4  새로운 보조원을 구하기

총 어휘 수  105

08  이유

소재  약속 시간 변경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Mary. 어떻게 지내?

여: Jerry, 내가 어제 너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안내직원에게 메시지 남겼어.

남:  그래? 우리 안내직원은 아파서 집에 갔어. 그녀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잊은 것 같군.

여: 안 됐구나. 그녀가 빨리 쾌유되기를 바랄게.

남: 그녀는 괜찮을 거야. 메시지는 무슨 내용이었니?

여: 사실, 내가 오늘 오후 점심 약속을 다시 정하려고 전화했었어.

남: 오, 무슨 일 있니?

여:  괜찮아. 근데 우리 회사가 새 직원을 몇 명 고용해서 내가 오늘 오후에 

그들을 교육시켜야 해.

남: 알겠어. 그럼 언제 만날까?

여: 이번 주 금요일 12시 어때?

남: 좋아. 그때 보자.

어휘

receptionist n. 안내직원     reschedule v. 약속을 다시 정하다 
staff n. 직원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직원 교육 때문에 남자와 점심 약속을 다시 정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2  ‘직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이다.

총 어휘 수  109

0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3



09  숫자

소재  자전거 대여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Sunshine 자전거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섬 구경하려고 자전거 빌리러 왔습니다.

남: 그렇군요. 우리 업체 서비스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여: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섬 아무 곳에 가서 돌려 드리면 

되는 거죠?

남: 맞아요. 요금은 하루당 20달러입니다.

여: 좋네요. 일주일 동안 한 대 빌릴게요.

남: 알겠습니다. 6일 동안 빌려 가시면 하루는 무료예요.

여: 좋네요! 헬멧도 빌릴 수 있나요?

남: 그럼요. 보통 일주일에 5달러인데 2달러에 드릴게요.

여: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휘

explore v. 탐험하다, 구경하다     location n. 장소, 위치     fee n. 요금

정답  2  

문제풀이

자전거 대여료가 하루에 20달러인데 6일 빌리면 하루는 무료라고 했으므로 

일주일 대여료는 20달러x6일=120달러이고 헬멧은 일주일 동안 2달러에 

빌려준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② ‘$122’이다. 

총 어휘 수  112

10  언급 유무

소재  해부학 전시회

듣기 대본 해석

여:  아빠, 이번 주말에 과학 박물관에 전시회 보러 가고 싶어요.

남: 좋은 생각이네. 무슨 전시회인데?

여:  Bodyworks라는 전시회예요. 학교에서 팜플렛 가져왔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남:  팸플릿 한번 보자. 아, 이거에 관해 읽은 것 같구나. 실제 사람으로 한 것 

아니니?

여:  맞아요. 해부학 전시회예요. 사람 시신을 가지고 새로 발견된 방법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남: 좀 이상한데 재미있겠다. 토요일에 갈래 아니면 일요일에 갈래?

여: 토요일에 좀 덜 붐빌 것 같아요.

남: 나는 토요일에 스케줄이 없어. 여기에 12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쓰여있네.

여: 좋아요. 시내에서 점심 먹고 가면 되겠네요.

남: 좋은 계획이야.

어휘

exhibition n. 전시회     pamphlet n. 팸플릿     anatomy n. 해부학

corpse n. 시체     preserve v. 보존하다     downtown ad. 시내에서

정답  5  

문제풀이

장소(과학 박물관), 전시회명(Bodyworks), 전시품(사람 시신), 방문 예정 요일

(토요일), 관람 전 계획(점심 먹기)은 언급되었지만 관람 후에 무엇을 할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관람 후 일정’이다.

총 어휘 수  122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duck-billed platypus의 특이한 점들

듣기 대본 해석

남: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인 

duck-billed platypu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특이한 동물은 

호주 동쪽에서 발견됩니다. 오리와 같은 부리, 비버 같은 꼬리, 그리고 수달 

같은 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부리로 땅을 파서 땅에 사는 벌레를 먹고 

삽니다. 유럽인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platypus를 본 적이 없던 몇몇 과학자들은 이를 거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특이한 점은 외모만이 아닙니다. duck-billed platypus는 

또한 포유류이면서 알을 낳는 다섯 종 중 하나입니다. platypus는 세상에

서 가장 기이한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어휘

platypus n. 오리너구리     otter n. 수달     hoax n. 속임수, 거짓

mammal n. 포유류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duck-billed platypus의 여러 특징들을 언급하는 중 부리로 땅을 파서 

땅에 사는 벌레를 먹는다고 하였으므로 3  ‘발로 땅을 파서 땅에 사는 벌레를 

먹는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총 어휘 수  114

12  도표

소재  아파트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여: 저는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남: 그렇군요. 어느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 NYU에서 가까운 곳이요. 저는 거기 학생이에요.

남: 어떤 범위 내의 가격을 생각하셨나요?

여: 한 달에 800달러까지요.

남:  알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건강관리 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와 체육관이 있는 곳 중 어디가 좋으세요?

여: 가능하다면 실내 수영장이 있는 곳이 좋겠네요.

남: 그 밖에 다른 시설도 필요하세요?

여: 세탁실이 있는 아파트여야 해요.

남:  좋습니다. 이용 가능한 여러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봐

주세요.

여: 오, 운이 좋게도 제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있네요.

어휘

look for ~을 찾다     area n. 지역     range n. 범위     indoor a. 

실내의     laundry room 세탁실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meet 
v. 충족시키다     need n. 필요, 요구

정답  3  

문제풀이 

800달러 이하라고 했으므로 4 번은 제외되고, 수영장은 있고 체육관은 없어도 

되며 세탁실을 갖춘 아파트는 3  ‘Loyal House’이다.

총 어휘 수  117

1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수영의 효과 

듣기 대본 해석

남:  오늘 데이트 약속 있니, Jessica?

여: 아냐, Daniel. 왜 그렇게 생각해?

남: 오늘 네가 예쁘고 빛나 보이길래.

여: 그래? 글쎄, 계획된 건 없지만 최근에 기분은 좋아.

남: 특별한 이유가 있니?

여: 매일 일 끝나고 수영하러 가거든.

남: 멋지다. 언제 수영을 시작했어?

여: 2주 전에.

남: 힘들지 않아? 난 한 번에 30분 이상은 못 하겠던데.

여: 처음엔 어렵지만,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훨씬 나아져.

남:  수영하는 동안에 기분을 매우 좋게 해주는 엔돌핀이 뇌에서 분비된다고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어.

여:  나도 그 얘길 들었어. 어쨌든 매일 나는 일이 끝나고 수영하러 가는 것이 

기다려져.

남: 2  그래서 네가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이는 거구나.

어휘

radiant a. 빛나는    release v. 분비하다, 풀어주다

정답  2  

문제풀이

대화의 서두에서 남자가 안색이 좋은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여자는 수영이 

비결이라고 답했다. 매일 수영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여자의 말에 적절한 

대답은 2  ‘그래서 네가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이는 거구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수영할 좋은 장소를 찾아보자.

3  그렇지만 끝내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시간 외로 일하고 싶진 않아.

4  너는 너의 수영모랑 어울리는 멋진 수영복을 가지고 있구나.

5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상사에게 나쁜 인상을 줘.

총 어휘 수  129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새 컴퓨터에 적응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Kristen, 좀 도와줘.

여: 그래요. 아빠. 뭘 도와드려요?

남: 방금 새로 컴퓨터를 샀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여: 새 컴퓨터요? 좋겠네요.

남: 좋긴 한데, 이메일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여: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는 거예요.

남: 이렇게?

여: 그렇죠. 그 다음에 이메일 페이지로 가보세요.

남: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웹 주소를 쳐야 한다는 거니?

여: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세요.

남: 그렇군! 이 컴퓨터에 과연 익숙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 4  걱정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어휘

browser n. 브라우저(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address n. 주소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새로 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익숙해질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걱정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컴퓨터가 고장 났네요.

2  동감이에요. 익숙해질 거에요.

3  웹 주소를 알고 있나요?

5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건 어때요?

총 어휘 수  119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동생 컴퓨터 게임 취향 알아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Jason과 Ryan은 컴퓨터 게임 가게에 같이 갑니다. Jason은 FPS
(일인칭 시점 슈팅) 게임들을 둘러보고 Ryan은 실시간 전략 게임들을 둘러

봅니다. Jason은 새로운 게임을 골라서 Ryan에게 다가갑니다. Ryan은 

동생 생일 선물로 줄 게임을 찾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는 Jason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Jason은 Ryan의 동생이 실시간 전략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ason은 Ryan에게 동생

한테 전화해서 어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Jason이 Ry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Jason:  4  내가 너라면 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어휘

browse v. 둘러보다     approach v. 다가가다

정답  4  

문제풀이

Ryan은 동생의 생일 선물로 줄 컴퓨터 게임을 선택하지 못해 Jason에게 의

견을 구했다. Jason은 동생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말하고 싶어하므

로 그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내가 너라면 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

볼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가 사고 싶은 거 찾았을 때 불러.

2  그는 컴퓨터 게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3  애들은 모두 실시간 전략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해. 

5  어떤 컴퓨터 게임을 추천할 거야?

총 어휘 수  107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국립 과학 수사 박물관 소개

듣기 대본 해석

남:   국립 과학 수사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설에서 여러분은 

수사 과학의 역사와 이로 인해 범죄 수사의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박물관의 원조 큐레이터이자 전직 형사이고 수사 

과학의 선두적인 혁신가인 Joey Patriano를 만나실 기회가 있습니다. 또 

미래의 수사 과학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짝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사진, 무기 등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5000점 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는 “Case Closers”라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0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5



16  

갖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수사에 나서서 범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디오나 가이드를 통한 투어는 중앙 로비에서 약간의 요금을 내면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 월간 소식지를 구독하고 싶으시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세요. 우리 박물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forensic a. 범죄 과학 수사의, 법의학적인     alter v. 바꾸다, 고치다

crime n. 범죄     investigate v. 수사하다, 조사하다    

detective n. 형사, 수사관     innovator n. 혁신가     

get a glimpse of ~을 힐끔(살짝) 보다     subscribe v. 구독하다

정답  16 5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과학 수사 박물관을 소개하면서 박물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안내사항 등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5  ‘박물관과 

박물관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하려고’이다.

17  남자는 박물관에서 범죄 수사 방법의 변천사와 미래의 과학 수사 기술을 

볼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오디오 및 가이드를 통한 투어가 

있음을 언급했지만 과학 수사 영화 상영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4  ‘과학 수사 영화의 상영’이다.

총 어휘 수  139

DICTATION ANSWERS

01  shop around for a new car / where the nearest dealership 
is 

02   fi nish drying my hair / You should have gotten up 
earlier

03   a severe storm cluster is due to come through / in 
order to protect our school / prevent shattered glass 
from being scattered / Th ank you for your cooperation

04   effi  cient and ecofriendly / log cabins have a lot of 
problems / catch on fi re /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05   Is your offi  ce located in / a box of books / I seriously 
doubt it / drop it off 

06   explain how to get to my offi  ce / entered the main gate / 
Keep going / sound confusing

07   We’ve been preparing / like last time / three boxes of 
souvenirs / lucky to have an assistant 

08  left  a message with the receptionist / I called to 
reschedule / How about this Friday

09  I’m looking to rent a bike / return it to any location / 
take one out / you get one day free

10  to see an exhibition / preserve them  / it’s running 
from noon to eight / head over aft er

11   it digs up with its bill / they were confused / lays eggs

12   Which area are you interested in / What price range / 
exercise facilities / several apartments available / meets 
all my needs

13   I’ve been going swimming aft er work / for more than 
thirty minutes at a time / your brain releases endorphines 

14   open your Internet browser / enter your username and 
password / get used to this new computer

15   real-time strategy games / asks Jason for his opinion / 
what kind of computer games he likes

16-17  the way crimes are investigated / get a glimpse of / 
in charge of an investigation / subscribe to our 
monthly newsletter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새로운 휴대폰 앱

듣기 대본 해석

여: Bruce, 뭐해?

남: 휴대폰에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어.

여: 좋네. 어떤 앱인데?

남: 1  소셜 네트워킹 앱이야.

어휘

app n. 앱, 응용 프로그램 (= application)     

<문제> have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을 하다, 인터넷 접속이 되다

정답  1  

문제풀이

휴대폰에 새로운 앱을 내려 받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어떤 앱인지를 묻고 있

으므로 가장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1  ‘소셜 네트워킹 앱이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다운로드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3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

4  여기 인터넷 접속이 안 돼.

5  휴대폰이 지금 작동이 안 돼.

총 어휘 수  28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정년 파티

듣기 대본 해석

남: 너 왜 그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있니?

여: 우리 아버지께 드릴 거야. 오늘 퇴직하시거든.

남: 멋진데.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셨지, 그렇지?

여: 3  그래. 그는 일을 마무리 했다는 것에 매우 행복해 하셔.

어휘

retire v. 은퇴하다, 퇴직하다     <문제> community center 지역 문화 

센터, 시민 문화 회관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아버지의 퇴직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남자는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셨냐고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3  ‘그래. 그는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에 매우 행복해 하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 파티는 지역 문화 센터에서 2시에 시작해.

2  흥미로운데! 그는 언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니?

4  너의 아버지께 케이크를 사드리는 건 어때?

5  그래.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기를 원하셔.

총 어휘 수  36

03  담화 목적

소재  자연 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 촉구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Helping Hands”라는 자선단체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최근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과 홍수 피해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임시 거처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선 단체는 

특히 통조림 제품과 생수 기부를 찾고 있습니다. 음식, 의약품, 통조림 제품, 

생수, 의류 등 기부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우리 학교 정문에 있는 기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부라도 우리 사회가 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휘

on behalf of ~을 대표하여, ~을 대신하여     charity n. 자선 단체     

be affected by ~로 인해 피해를 입다     flood n. 홍수     makeshift 
a. 임시의, 임시방편의     deal with ~을 상대하다, ~을 처리하다, ~을 

다루다     donation n. 기부     canned goods 통조림 제품     

overcome v. 극복하다     disaster n. 재난, 재앙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태풍 피해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돕기 위한 구호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구호품 기부를 부탁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08

04  의견

소재  책상 정리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Phil. 오늘 아침에 가계 대출에 대해서 Benson 씨와 얘기를 나누었어. 

그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점심때 만나길 원해.

남: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그가 어디서 만나길 원해?

여:  내가 장소를 적어서 책상 위에 두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항상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니까.

남:  네 책상이 너무 어질러졌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넌 정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여: 나도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남:  정리를 잘 하면 너는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네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여: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내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

어휘

loan n. 대출     messy a. 어질러진, 지저분한     organize v. 정리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책상 위에 둔 물건을 못 찾는 여자에게 정리를 잘 하라고 충고해 주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1  ‘주변 정리를 잘 하자.’이다.

총 어휘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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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체육관 이용 문의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지역 문화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  물론이죠. 그것은 3층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남: 고마워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이 신발을 신는 것은 괜찮나요?

여: 유감스럽게도 저희 체육관에서는 그런 신발을 신으실 수가 없어요.

남: 그래요? 하지만 고무 밑창인데요?

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신은 신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육관 

바닥을 훼손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실내용 스니커즈를 빌리실 수 

있으세요.

남: 다행이군요. 그럼 등록은 어디서 하죠?

여: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남: 잘 됐네요. 제 자전거 여기에 두어도 되나요?

여: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거치대로 옮기셔야 합니다.

어휘

gymnasium n. 체육관     damage n. 훼손, 손해     register v. 

등록하다     rack n. 거치대, 선반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지역 문화 센터에 있는 체육관의 위치와 허용되는 신발, 등록 등을 

묻고 있고, 여자는 안내를 해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2  ‘안내직원 — 

방문객’이다.

총 어휘 수  129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축구 경기 보러 간 가족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Jason.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남: 네, 정말 좋았어요. 온 가족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사진 보실래요?

여:  그럼요. 가방을 푸는 여자분이 아내 분이신가요?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남: 네, 그녀가 맞아요. 고마워요. 애들 점심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 보니까 따님은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 네, 그녀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 당신 셔츠가 예쁘네요. 새 거예요?

남: 네, 아내가 골라주었어요. 저한테 이 색깔들이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 맞아요. 그럼 목마를 타고 있는 건 아드님이겠네요.

남: 맞아요. 그는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여: 사랑스럽네요! 아주 보기 좋은 가족이에요.

어휘

unpack v. 꺼내다, (짐을) 풀다     jersey n. (운동 경기용) 셔츠    

adorable a. 사랑스러운

정답  3  

문제풀이 

딸은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림에서는 책을 보고 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30

07  할 일

소재  새로 개장한 수영장

듣기 대본 해석

여:  Jamie, 어제 뭐 했어?

남: 정말 더웠어. Portland Street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루를 보냈어.

여: 이번 달에 막 개장한 곳 말이야?

남: 응, 그래 맞아.

여: 거기 좋니?

남: 아주 멋져! 수질도 아주 좋고 샤워 시설도 깨끗하고 새 거야.

여: 좋다. 어쩌면 이번 금요일에 가야겠다.

남:  그럴래? 그럼 수영장 할인 쿠폰을 줄게. 그 쿠폰으로 입장료를 25퍼센트 

할인 받을 수 있어.

여: 정말? 그거 좋다. 그 쿠폰 어떻게 구했어?

남:  실은 내 삼촌이 거기에서 일하셔. 그분이 며칠 전에 주신 거야. 그래서 어제 

다녀온 거야.

어휘

awesome a. 경탄할 만한, 멋진     facility n. 시설     entrance fee 
입장료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수영장 할인 쿠폰을 준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은 

5  ‘할인 쿠폰 갖다 주기’가 정답이다.

총 어휘 수  112

08  이유

소재  산사태로 막힌 도로

듣기 대본 해석

[휴대폰이 울린다.]

남: 엄마. 분명 화나셨겠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 이렇게 늦게 전화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좋겠구나.

남: 있어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큰 바위들이 도로를 막고 있어요.

여: 오, 이런. 누가 다쳤니?

남:  도로변을 따라 주차된 차들에 심각한 손상은 좀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진 

않았어요.

여: 너도 괜찮지?

남:  저는 괜찮지만 도로 작업단이 길이 정리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여: 알았어, 부디 조심하고 가능할 때 집에 오렴.

어휘

landslide 산사태, 사태     boulder n. 바위     serious damage 
큰 피해, 심각한 손상     injure v. 다치다, 부상을 입히다     road crew 
도로 작업단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산사태로 큰 바위들이 도로를 막고 있어서 늦는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  ‘산사태로 길이 막혀 있어서’이다.

총 어휘 수  95

18  



09  숫자

소재  음식값 계산 착오

듣기 대본 해석

남:  여기 계산서가 있습니다, 손님. 뷔페는 잘 드셨나요?

여: 좋았습니다. [잠시 후] 실례합니다만, 계산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남: 그게 뭐죠, 손님?

여:  계산서에는 합계가 90달러라고 쓰여 있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서 가격을 신중히 확인해봤어요.

남: 일행이 성인 두 명과 어린이 두 명이었다고 적혀 있네요.

여: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 한 명과 어린이 세 명이에요.

남: 오, 웨이터가 실수를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  그랬을 것 같네요. 이해해요. 제 아들은 키가 아주 커서 사람들은 그를 종종 

성인으로 잘못 봐요. 그 애가 저기 있어요. 그 애는 겨우 13살이에요.

남: 정말로 키가 크군요. 계산서를 고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 요금은 성인 한 명당 25달러이고 어린이 한 명당 20달러지요, 맞죠?

남: 네. 여기 새로운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 받으세요.

어휘

bill n. 계산서     party n. 일행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mistake A for B A를 B로 잘못 보다

정답  3  

문제풀이

요금이 성인 한 명당 25달러이고 어린이 한 명당 20달러라고 했고, 여자의 

일행은 성인 1명과 어린이 3명이라고 했으므로 여자가 낼 총 금액은 

3  ‘$85’이다.

총 어휘 수  129

10  언급 유무

소재  팔려고 내놓은 집

듣기 대본 해석

여: Ryan. 너 집 팔고 있니?

남: 응, 일 때문에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게 됐어.

여: 놀라운 걸! 내가 너네 집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야?

남: 시내에서 약 두 블록 떨어진 Maple Street야. 

여: 좋은 위치네. 벽돌집이야, 맞지?

남: 물론이지. 검은 지붕에 빨간 벽돌이야.

여: 훌륭해. 내가 원하던 거야. 집은 언제 지어졌어?

남: 1993년에 지어졌는데, 5년 전에 리모델링 됐어.

여: 좋은 걸. 가스 난방이야 아니면 전기 난방이야?

남: 가스로 난방을 하지만 단열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야.

여: 최고다. 내가 언제 보러 가도 괜찮을까?

남: 괜찮을 거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어휘

insulate v. 단열(절연)처리를 하다     efficient a. 효율적인     

awesome a. 경탄할 만한, 엄청난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팔고자 하는 집에 대해 집을 파는 이유, 집의 위치, 집이 지어진 시기, 

난방 방식에 관한 언급은 했지만, 집의 크기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집의 크기’이다.

총 어휘 수  11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청계천 등불 축제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Alex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Seoul Lantern Festival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Seoul 
Lantern Festival은 2009년에 시작된 이후로 서울의 유명한 청계천에서 

매년 열리고 있고, 놀랍고 기억에 남을 만한 등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 등불은 서울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구경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각각의 이야기만큼이나 독특한 수백 개의 등불들이 

청계천에 밝혀집니다.

어휘

lantern n. 등불     hold v. 개최하다, 열다, 잡다     put on a display 
전시하다     memorable a. 기억할 만한, 잊지 못할     unique a. 독특한

정답  4  

문제풀이

차량 통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축제기간에는 

차량이 통제된다.’이다.

총 어휘 수  90

12  도표

소재  여행 보험 옵션 고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우리 휴가 보험 구입했나요, 여보?

남: 지금 내가 옵션들을 검토하려고 해요.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여: 음, 우린 확실히 의료비가 보장되길 원해요.

남: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제한 범위로 해야겠어요.

여: 동의해요. 놓치는 비행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 확실해요? 작년에 우리 비행기를 놓쳐서 공항에서 잤던 것 기억 안 나요?

여: 오, 네. 맞아요. 제가 그것을 잊었네요. 꼭 옵션에 넣어요.

남:  했어요. 잃어버린 가방에 대한 건 얼마를 선택해야 할까요? 1,500달러면 

충분하죠?

여:  그건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아마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가 

필요할 거예요.

남: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최고의 옵션이에요.

여: 좋아요. 어서 가서 지금 구입해요.

어휘

purchase v. 구입하다     insurance n. 보험     go over 검토하다

definitely ad. 확실히, 틀림없이     medical expense 의료비     

cover v. ~를 (보험으로) 보장하다, 덮다, 가리다     go for ~을 택하다     

coverage n. (보장) 범위     for sure 꼭, 확실히     

정답  1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는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놓친 비행기에 대한 항공편 연결 옵션은 

포함시키고, 잃어버린 가방에 대한 금액은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로 

한다고 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것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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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직접 새집 만들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이 도구들이랑 나무로 뭐하고 있는 거야?

여: 새집 만들 때 쓸 것들이야.

남: 새집? 그걸 직접 만들게?

여: 응. 일단 해보려고.

남: 그냥 하나 사지 그래?

여: 그 생각도 해봤는데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

남: 그렇기야 하겠지만 뭘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여태까지 없잖아.

여: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최근 Videotube에서 봤어.

남: Bob Vista가 만든 동영상들 말하는 거야?

여: 응. 그는 아주 쉬워 보이게 만들어.

남:  근데 여보, 그 사람은 전문가야. 그가 쉬워 보이게 한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여: 2  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어휘

supplies n. 공구, 기구, 비품     birdhouse n. 새집     professional 
n. 전문가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영상을 보고 새집 만들기에 시도해보려는 상황이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남자의 말에 적절한 여자의 대답은 2  ‘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도와줘서 고마워.

3  그럼 다 하면 말해줘.

4  Bob Vista 새로운 화가 한 시간 후에 방송 돼.

5  새집은 분명 다음 주까지 배달될 거야.

총 어휘 수  113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결혼 기념일 기념 저녁식사

듣기 대본 해석

여:  어머나! 전망이 근사하네요!

남:  물론이죠. 어쨌든 Oceanview Plaza Tower잖아요. 여기는 전망으로 

유명해요.

여: 물론이에요. 하지만... 전 그저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남: 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해요.

여: 오, 저도 동의해요. 여기 음식도 정말 맛있네요.

남: 게다가 피아노 음악 소리가 아주 로맨틱하군요, 그렇지 않아요?

여: 그래요. 여기 우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위해 건배해요.

남: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인생을 위해.

여: 건배! 어머나! 와인을 쏟았어요.

남: 여기, 냅킨있어요.

여: 고마워요.

남: 드레스가 얼룩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여: 여보, 나 젖은 수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 4  지금 바로 웨이터를 부를게요.

어휘

turn out 판명되다     toast n. 건배, 축배     anniversary n. 기념일 
cheers (감탄사) 건배     spill v. 흘리다, 쏟다     stained a. 얼룩이 묻은

정답  4  

문제풀이 

건배하다가 여자가 드레스에 와인을 엎질렀고 여자가 젖은 수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지금 바로 웨이터를 

부를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아니, 필요 없어요.

2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3  쏟은 건 제 잘못이에요. 

5  주소를 알려줄게요.

총 어휘 수  111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안내 데스크의 전화 사용

듣기 대본 해석

남:  Sally의 엄마는 Sally를 병원에 내려주려 합니다. Sally는 해외로 여행가기 

위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은 오후 내내 걸릴 것이라 Sally는 

점심을 위한 돈을 가져왔지만 그녀가 병원으로 걸어오면서 그녀는 그녀의 

가방을 엄마 차에 두고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만 그녀의 전화도 가방에 있습니다. Sally는 서둘러서 안내 데스크 

앞으로 가서 접수담당자를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Sally는 접수담당자에 

뭐라고 말할까요?

Sally:  2  제가 여기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어휘

drop off 내려주다     abroad ad. 해외로     purse n. (여성용) 가방, 

지갑     receptionist n. 접수담당자

정답  2  

문제풀이

Sally는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가 가방 

안에 있어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왔다. 거기서 해야 하는 

말은 전화를 사용해도 되냐고 묻는 것이므로 정답은 2  ‘제가 여기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여기에 왔어요.

2  제 어머니를 보셨어요?

3  저는 외국으로 여행가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4  음식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죠?

총 어휘 수  97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모금행사 홍보

듣기 대본 해석

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시 광장에서 

모금행사를 주최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본 

모금행사는 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전역에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았습니다. 모금행사는 저녁

식사뿐 아니라 전체 가족들을 위한 게임과 활동 그리고 유명 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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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은 오후 3시에 열고 저녁식사는 오후 6시에 

있으며 그 이후에 초청 연사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멋진 

행사에 참가하고 싶으시다면 빨리 표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휘

host v. 주최하다, 열다     fundraiser n. 모금행사     afford to V ~할 

여유가 있다. 형편이 되다     treatment n. 치료, 처지     multiple a. 

많은, 다수의, 다양한     feature v. ~을 특별히 포함하다, ~을 특징으로 하다

celebrity n. 유명인사     take part in ~에 참가(참여)하다     

<문제> facility n. 시설    

정답  16 1    17 2

문제풀이

16  여자는 주말에 있을 모금행사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아픈 

사람들을 위한 모금행사를 알리려고’이다.

17  여자는 모금행사에서 할 일로 가족 단위의 게임과 활동, 저녁식사, 유명인의 

연설을 언급하였으나, 기증한 물품 판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기증품 판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지역 농장과 그 생산품을 광고하려고

3  재활용 시설의 사용을 장려하려고

4  상점의 개업식을 축하하려고

5  다양한 자원봉사 기관에 도움을 주려고

총 어휘 수  115

DICTATION ANSWERS

01 this new app to my phone

02   He’s retiring from his job 

03   on behalf of my charity / dealing with hunger and cold / 
overcome this disaster

04   about our home loan / is so messy / Staying organized 

05   take the stairs on the right / I’m afraid you can’t / cause 
damage to the gym fl oor

06   look good in those colors / your son on your shoulders / 
great-looking family

07   shower facilities are clean / discount coupon for the 
swimming pool / off  the entrance fee

08  please let me explain / Th ere was a landslide / no one 
was injured

09  there’s a mistake with my bill / higher than I expected / 
mistake him for an adult / Here’s my credit card

10  I might be interested in / Th at’s a nice location / take a 
look at it

11   Since it started / has put on amazing and memorable 
displays / each as unique as the stories they tell

12   going over the options / go for the unlimited coverage / 
Don’t you remember

13   build a birdhouse / I would enjoy it more if / He makes 
it look so easy

14   it turned out to be even better / our fi rst wedding 
anniversary / spilled my wine / your dress isn’t stained

15   drop Sally off  at the hospital / in order to travel abroad / 
left  her purse in her mother’s car / Sally hurries to the 
front desk

16-17  host a fundraiser / those who are suff ering from 
illness / feature games and activities / take part in 
this grea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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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딸기 사다 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나 지금 시장에 가려고 해. 뭐 필요한 것 있어?

남: 과일 좀 사다 줄래?

여: 물론, 어떤 것을 원해?

남: 난 딸기를 정말 좋아해.

여: 2  좋아. 내가 사다 줄게.

어휘

market n. 시장

정답  2  

문제풀이

남자가 시장에 가는 여자에게 딸기를 사달라고 했으므로 2  ‘좋아. 내가 사다 

줄게.’가 알맞다. 

오답 보기 해석

1  신경 쓰지 마. 나중에 갈 거야.

3  오늘 시장 영업은 끝났어.

4  좋아. 내가 시장에서 전화할게.

5  네가 알다시피 나는 과일을 별로 안 먹어.

총 어휘 수  3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신발 구매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이 신발 얼마죠?

남: 300달러예요.

여: 오, 너무 비싸네요. 제 예산은 150달러인데. 더 싼 신발은 없나요?

남: 2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가진 가장 저렴한 신발이에요.

어휘
<문제> a tight budget 빠듯한 예산, 긴축 예산     refund n. 환불 

정답  2  

문제풀이

예산보다 비싼 신발 가격에 더 싼 신발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적절한 대답은 

2  ‘죄송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저렴한 신발이에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예산을 더 빠듯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3  어디서 샀는지 말해줄래요?

4  저희가 환불은 해드릴 수 없어요.

5  지금 바로 파실 수 있어요.

총 어휘 수  30

03  담화 목적

소재  콩으로 만든 양초

듣기 대본 해석

여:  모든 사람들은 촛불을 밝힌 방이 주는 좋은 분위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초는 

싸지 않고, 파라핀 양초는 환경과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유독성 화학

물질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안책인 콩으로 만든 양초를 

소개하려 합니다. 콩으로 만든 양초는 환경에도 더 좋을 뿐 아니라 파라핀

보다 더 오래 타며, 콩은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연적인 

콩으로 만든 양초를 사용하면 건강상의 이점도 따라옵니다. 콩으로 만든 

양초는 대부분의 보통의 양초에 들어있다고 악명 높은 벤젠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휘

atmosphere n. 분위기     candlelit a. 촛불을 밝힌     emit (가스, 빛, 

냄새 등을) 발하다, 내뿜다     toxic a. 유독성의     chemical n. 화학 물질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renewable a. 재생 

가능한     benefit n. 이점, 혜택     contain v. ~이 들어있다, 포함하다     

cancer n. 암     ingredient n. 성분, 요소     notorious a. 유명한, 

악명 높은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파라핀 양초와 콩으로 만든 양초를 비교하면서 콩으로 만든 양초가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콩으로 만든 

양초의 좋은 점을 알려주려고’이다.

총 어휘 수  92

04  대화 주제

소재  정원 가꾸기의 장점

듣기 대본 해석

여:  아빠. 뭐하고 계세요?

남: 안녕, Kathy. 나는 지금 정원을 돌보는 중이야.

여:  와, 여기는 정말 많은 종류의 식물과 꽃들이 있네요. 아빠는 식물 기르기를 

잘 하세요?

남: 그런 것 같아. 나는 매일 식물을 돌보거든.

여: 매일이요? 어려운 일 아닌가요?

남: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나는 정원 가꾸기가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여: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이점이 있어요?

남:  음, 한 가지는 좋은 운동이라는 거야. 이것을 안 했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았을 근육들을 사용하거든.

여: 음, 아빠는 예전보다 더 잘 걸으시고 확실히 건강해 보여요.

남: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정원 가꾸기가 나한테 주는 

행복이야.

여: 정말 듣기 좋아요. 저도 저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어요!

어휘

have a green thumb 식물 기르기를 잘하다, 원예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 
tend v. 돌보다     benefit n. 혜택, 이점     gardening n. 정원 가꾸기 
muscle n. 근육     otherwise ad. 그렇지 않았으면     

in good shape 건강한, 몸 상태가 좋은

정답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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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아빠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본 Kathy가 어렵지 않은지 묻자, 아빠가 정원 

가꾸기를 하면 운동도 되고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대화의 주제는 

1  ‘정원 가꾸기의 좋은 점’이다.

총 어휘 수  133

05  장소 파악

소재  식당에서의 대화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Steve.

남: 안녕. Mary. 오늘 밤은 장사 잘됐어?

여:  어, 좋았어. 이전에 두 번의 큰 생일 파티가 있었고, 은퇴 파티가 방금 끝났어.

남: 와, 좋은데. 너는 그렇게 큰 파티에서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여: 응, 그들은 항상 팁을 잘 줘. 식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

남: 오늘 밤 몇 시에 일이 끝나니?

여: 지금 닫고 있으니까 아마 11시쯤에 끝날 거야.

남: 하루 종일 일했니? 피곤해 보인다.

여: 피곤하지만 괜찮아. 집에 가서 목욕하고 쉴 거야. 먹을 것 좀 줄까?

남: 물론, 그럼 좋지. 치즈버거와 콜라 먹을게.

여: 좋아. 곧 가져 올게.

어휘

retirement n. 은퇴     take a bath 목욕하다     relax v. 쉬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일하면서 팁을 받고 있고, 남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고 했으므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1  ‘식당’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18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딸 아이의 생일파티 사진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Jason. 뭐 보고 있어?

남: 이거? 몇 년 전 내 딸 생일 사진이야. 

여: 몇 살이었는데?

남: 분명 다섯 살이었을 거야. 케이크에 초가 다섯 개가 있어.

여: 왜 저 아이는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있지? 

남: 아, 딸 생일이 크리스마스하고 가깝거든. 

여: 왼쪽에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건 뭐야?

남: 내 딸에게 주려고 가져온 인형이야.

여: 그럼 네 딸은 어디에 있니?

남: 중간에 있어. 그녀는 리본을 하고 있어.

여: 그렇구나. 오른쪽 여자아이는 카메라를 쓰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

남: 응. 정말 어리지만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해. 

여: 정말 귀엽다.

어휘

candle n. 초, 양초     hold v. 들다, 갖고 있다

정답  3  

문제풀이 

왼쪽 여자아이가 인형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폭죽을 들고 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10

07  할 일

소재  지친 배우자가 한숨 자는 동안 음식 준비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드디어 집에 왔어.

여: 하루가 되게 길었지? 피곤해 보이네.

남: 괜찮아. 내일 발표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여: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잖아. 아직도 할 게 많아?

남: 응. 아직도 발표할 많은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해.

여: 그렇구나.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

남: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 뭐, 그렇다면 뭐 먹을 거라도 줄까? 

남: 먹어야 되긴 하는데 먼저 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 알겠어. 자고 있는 동안 뭐 먹을 거 만들어 놓을게.

남: 그러면 좋지.

어휘

exhausted a. 피곤한, 기진맥진한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은     

sort through ~을 자세히 살펴보다     nap n. 잠깐 잠, 낮잠     fix v. 

(음식을) 준비하다     <문제> search through ~을 조사하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피곤해 보이는 남편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묻자 남편은 잠깐 잠을 

자고 나서 먹겠다고 하였다.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만들어 놓겠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  ‘저녁 준비하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알람 맞춰 놓기 

3  자료 찾기 

4  발표 준비하기

5  발표 도와주기

총 어휘 수  110

08  이유

소재  잃어버린 지갑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남: 내 지갑이요. 본 적 있나요?

여: 못 봤는데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나요?

남: 잘 모르겠어요. 차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차에는 없었어요.

여: 내가 찾는 걸 도와줄까요?

남: 내가 이미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해요.

여:  잠깐만요! 싱크대를 고치는 사람에게 당신이 돈을 지불했잖아요. 분명 그때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가지고 있던 때일 거에요.

남: 맞아요. 아마도 지갑을 실수로 현관에 두었을 거예요.

여: 기다려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남: 고마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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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fix v. 고치다     sink n. 싱크대     porch n. 현관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의 지갑을 현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2  ‘남자의 

지갑을 찾기 위해서’이다.

총 어휘 수  97

09  숫자

소재  귀신 마을 티켓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Kentucky’s Waverly Hills 귀신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 안녕하세요. 마을로 가는 티켓 2장을 사고 싶어요.

남:  네. 성인은 20달러 어린이는 10달러예요. 이것은 귀신의 집으로 가는 

표이고 귀신 여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  알겠어요. 음, 저희 남편이 귀신 여행을 하는 것을 정말 고대하고 있어요. 

그 표는 얼마인가요?

남:  귀신 여행은 성인은 30달러 어린이는 20달러예요. 둘 다 보고 싶으시다면, 

복합 입장권으로 2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여: 좋아요. 어른 두 명에 대한 복합 입장권을 사겠어요.

남: 알겠습니다. 켄터키 거주민이신가요? 

여: 아니요, 왜요?

남: 켄터키 거주민들은 10퍼센트의 추가 할인을 받거든요. 

여: 아, 알겠습니다. 여기 제 카드 있습니다.

어휘

haunted house 귀신의 집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combo n. 복합, 세트     resident n.  거주민

정답  3  

문제풀이

성인 티켓 두 장을 사겠다고 했고, 귀신의 집으로 가는 것은 인당 20달러이므로 

40달러, 귀신 여행은 인당 30달러이므로 60달러로 합계 100달러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 사면 복합 입장권이라 20퍼센트 할인을 받게 되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3  ‘$80’이다.

총 어휘 수  125

10  언급 유무

소재  전망탑에 대한 설명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봐, 너 저 큰 탑이 보이니?

여: 응, 오늘밤 여러 색으로 밝혀진 것이 아주 예뻐.

남:  그러게. 탑의 아래부분으로 걸어가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어.

여: 와, 재미있을 것 같다. 밑에는 뭐가 있는데?

남:  정말 멋진 전망 이외에도, 식음료장, 선물 가게 그리고 연인들이 사랑의 

상징으로 자물쇠를 매달아 놓는 울타리가 있어.

여: 정말 멋지구나!

남: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탑이 아니야. 네 개의 다른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어. 

네 번째 전망대에는 48분마다 한 번씩 회전하는 식당이 있어.

여: 회전하는 식당이라고? 멋지구나. 가보자!

어휘

lit up (불이) 밝혀진, 켜진     base n. 맨 아래 부분     refreshment n. 

다과, 가벼운 음식물     padlock n. 자물쇠     observation deck 전망대 
rotate v. 회전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형형색색의 큰 탑, 자물쇠가 달린 울타리, 네 개의 다른 전망대, 

회전하는 식당은 언급되었지만 지하에 있는 박물관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지하에 있는 박물관’이다.

총 어휘 수  115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리모델링 후 회의실 사용 규칙

듣기 대본 해석

[차임벨]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부 Molly Malone입니다. 우선 지난 몇 주간의 

소음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회의실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방하기 전에 쓸 때의 기본 규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비서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최소 직원 3명이 되어야 합니다. 방 사용 시간은 

한 번에 4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더 오래 써야 

한다면 다음 스케줄이 비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사무실 비서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휘

Human Resources 인사부     renovate v. 개조(리모델링)하다     

ground rule 기본 규칙     secretary n. 비서     minimum n. 최소     

set a limit 제한을 두다, 한도를 정하다

정답  4  

문제풀이

회의실 사용 시간은 한 번에 4시간으로 제한되었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한 번에 최대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이다.

총 어휘 수  127

12  도표

소재  유리잔 세트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오, 그게 당신이 말했었던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이군요. 무엇을 찾고 있어요?

여:  다음 주 바비큐에서 사용할 유리잔 세트를 찾고 있어요. 하나 고르는 걸 

도와줄래요?

남:  그래요, 내가 잠깐 볼게요. [잠시 후] 우리는 긴 잔이 필요해요, 아님 작은 

잔이 필요해요?

여: 우리는 긴 잔을 사야 할 것 같아요.

남: 알았어요, 그리고 몇 개 필요하죠?

여: 20명은 넘지 않겠지만 그들 모두 마실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 맞아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20개의 긴 잔 세트가 필요한 거네요.

여: 색은 어때요? 나는 밝은 여름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남: 음, 우린 이미 빨간색 컵들이 좀 있어요.

여: 좋아요, 그럼 다른 세트로 살게요. 고마워요, 여보.

24  



어휘

at least 적어도

정답  5  

문제풀이 

여자와 남자는 온라인으로 유리잔을 구매하고 있는데 긴 잔이 필요하다고 했고, 

개수는 20개를 원하고 있으므로 4 , 5 번에서 고르면 된다. 그런데 빨간색 컵은 

이미 있다고 하여 다른 색으로 하기로 했으므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컵 세트는 5 번이다.

총 어휘 수  128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레스토랑 예약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몇 분이 식사하러 오셨나요?

남: 다섯 명인데요, 사실 예약했습니다.

여: 예, 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Scotty McGee입니다. 

여: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함을 확인하지 못 하겠습니다. 예약을 몇 시로 

하셨는지요?

남: 지금 이 시간이요. 저녁 6시. 제 직원이 오늘 아침에 예약했습니다.

여: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예약 명단을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Rosso’s에 예약하셨나요, 아니면 Rosco’s에 

예약하셨나요?

남: Rosco’s에 예약했습니다. 이곳이 맞죠?

여: 아닙니다. 이곳은 Rosso’s입니다.

남: 4  오, 제가 이름들을 혼동한 것 같군요.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문제> confuse v. 혼동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비슷한 식당의 이름이 헷갈려서 다른 식당으로 찾아온 상황이다. 다른 식당이라고 

들었을 때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4  ‘오, 제가 이름들을 혼동한 것 같군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왜 당신은 이름을 바꾸었죠?

2  당신은 저의 예약을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가능한 빨리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5  아니요, 저는 내일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총 어휘 수  95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축구 캠프에서 지낸 이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Dave야. 축구 캠프에서 지내는 거 어땠어?

남: 재미있었어요! Frank가 내 패스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했어요.

여: 정말? 별로 즐거운 시간 못 보낼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남: 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여: 잘 됐네!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니 좋구나.

남: 심지어 Robin을 상대로 골을 넣었어요!

여: 설마! 한 번도 Robin을 상대로 점수 낸 적 없잖아.

남: 사실이에요. 드디어 페널티 킥도 늘기 시작했어요.

여: 5  캠프가 너에게 정말로 좋았구나.

어휘

improve v. 나아지다, 개선하다     score a goal on ~를 상대로 득점

하다, 골을 넣다     no way 설마, 절대로 아니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캠프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여자의 마지막 응답은 5  ‘캠프가 너에게 정말로 좋았구나.’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걱정하지마. 내가 해결할게.

2  이제 캠프 가지 마. 

3  내일 캠프 가는 거 너무 기대돼!

4  내일 Robin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잊지 마. 

총 어휘 수  88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연락을 잊은 것에 대한 사과

듣기 대본 해석

여:   Charlie는 매일 아침 Sarah의 집에서 그녀를 차에 태워서 함께 출근을 

합니다. Charlie는 오늘 하루 휴가를 냈는데 Sarah에게 그가 그녀를 

데리러 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Sarah는 30분 동안 

Charlie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Charlie에게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했고 지각을 해서 상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Charlie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고 Sarah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harlie는 Sarah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Charlie:  Sarah, 4  제가 휴가 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어서 진심으로 

미안해요.

어휘

take a day off 하루 휴가를 내다     pick ~ up ~를 태우러 가다     

show up 나타나다     charge v. 충전하다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scold v. 야단치다     recognize v. 인식하다     apologize v. 

사과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휴가를 내서 출근할 때 데리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여자는 그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서 남자가 사과를 하고 싶어하므로 4  ‘제가 휴가 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어서 진심으로 미안해요.’라고 말해야 한다.

오답 보기 해석

1  당신은 정말 저한테 전화했어야 해요.

2  당신이 저를 차로 출근시켜줘서 고마워요.

3  어제 밤에 휴대폰 충전하는 것 기억했어요? 

5  미안하지만 내일 출근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래요?

총 어휘 수  120

05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25



26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운동 권장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활발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운동하고 활발한 생활방식을 

즐기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자기도 같이 타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운동하는 날을 

위해 스케쥴에서 하루를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와 공 주고받기나 

축구를 해보세요. 자녀를 더 활발하게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자녀를 체조나 동네 농구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을 더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휘

lead by example 솔선수범하다, 모범을 보이다     play catch 캐치볼

(공 주고받기)을 하다     enroll v. 등록하다, 가입시키다     <문제> obesity 
n. 비만

정답  16 3    17 2     

문제풀이

16  남자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활동적으로 키우기 위해 운동을 장려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아이들의 운동 장려에 대한 조언’이다.

17  아이를 위한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공 주고받기, 축구, 체조, 농구를 예로 

들었으나 수영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수영’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운동

2  과도한 운동의 부정적 영향

4  운동이 아이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5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비만 감소

17

1  자전거 타기

3  축구

4  체조 

5  농구

총 어휘 수  129

DICTATION ANSWERS

01 Do you need anything / buy me some fruit 

02   Pardon me / anything cheaper

03   enjoys the nice atmosphere / emit toxic chemicals / 
most normal candles are notorious for

04   tend to the plants / there are great benefi ts to gardening / 
I wouldn’t use otherwise / you’re defi nitely in good 
shape

05   Was business good / get a lot of tips from / take a bath 
to relax

06   from a few years back / the girl on the left  / loves taking 
photos

07   stressed out about / sort through / do it all by myself / 
fi x something for you 

08  Have you seen / I could use the help / left  it on the 
front porch by accident

09  haunted house / If you’d like to / get an extra ten percent 
discount

10  all lit up in diff erent colors / get a great view of the city / 
as a symbol of 

11   apologize for all the noise / set some ground rules / a 
minimum of three workers to use

12   a set of glasses / Th ere won’t be more than / should 
have bright summer colors

13   How many will be dining / not seeing it here / make 
the reservation at

14   enjoying your time / scored a goal / scored on / 
improving my penalty kicks

15   took a day off  / charge her cell phone / apologize to 

16-17  gathered you here / lead by example / enroll him or 
her in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풋볼매니저 게임

듣기 대본 해석

남: 너 지금 풋볼매니저 게임하고 있구나.

여: 응. 너 이거 해 본 적 있니?

남: 응, 정말 재미있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여: 4  아주 재미있고 현실적인 것 같아.

어휘

football manager game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문제> sold out 
다 팔린, 품절의     realistic a. 현실적인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게임이 어떠냐고 물었으므로 여자의 대답은 

4  ‘아주 재미있고 현실적인 것 같아.’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 게임은 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2  여기서는 못 사. 품절됐어.

3  백화점에서 살 수 있어.

5  게임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총 어휘 수  35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드라이버 빌리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Steve. 나는 책꽂이를 만들고 있어. 드라이버 좀 빌릴 수 있을까?

남: 물론 빌릴 수 있어, 하지만 너도 드라이버 세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 있었는데 이사 갈 때 잃어버렸어.

남: 1  그렇구나. 너를 위해 가서 내 것을 찾아 올게.

어휘

bookshelf n. 책꽂이     <문제> be good at ~를 잘하다, ~에 능숙하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책꽂이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드라이버 세트를 빌리고자 하므로 

정답은 1  ‘그렇구나. 너를 위해 가서 내 것을 찾아 올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나는 네가 새로운 책꽂이를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3  멋져. 나는 항상 새로운 책꽂이를 원했어.  

4  미안하지만, 나는 만드는 것을 잘 못 해.

5  문제 없어. 나는 네가 나머지 도구들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아.

총 어휘 수  41

03  담화 주제

소재  애완견 훈련시키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애완견을 훈련시킬 때 벌을 주는 것을 나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가 잘 행동할 때 

보상을 하는 것은 자주 잊습니다. 애완견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모두 필수적입니다! 다음 번에, 개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보상을 주십시오. 개가 당신의 무릎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좋은 보상입니다. 만약에 개가 물건을 어지럽혀 놓았다면 개를 

벌하는 것이 좋지만, 적절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휘

punishment n. 벌, 처벌     appropriate a. 적절한     response to 
~에 대한 반응     reward v. 보상하다  n. 보상     behave v. 행동하다     

reinforcement n. 강화     make a mess ~을 엉망으로 만들다, 

어지르다

정답  2  

문제풀이

보통 사람들이 애완견을 훈련할 때 애완견의 나쁜 행동에는 벌을 주지만 좋은 

행동에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애완견 훈련 시에 벌과 보상의 

균형의 필요성’이 된다.

총 어휘 수  94

04  의견

소재  건강 검진 권유

듣기 대본 해석

여:  Alex, 오늘 안색이 창백하네. 어디 아파?

남: 응, 배가 아파. 어떻게 아프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

여: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같아.

남: 그럴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압박을 느껴.

여: 그럼 너 정말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거야.

남: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나는 정말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조금 

쉬면 돼.

여:  네 진단으로 건강에 너무 자신하지는 마. 심각한지 아닌지 의사선생님을 

만나봐야 해.

남: 우리 엄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요가를 하셔. 나도 그걸 해볼까 해.

여:  좋지, 그것에 대한 의학적 충고도 알아봐야 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 

받아봐.

남: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나한테 의사를 추천해 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바로 연결해줄게.

어휘

checkup n. 건강검진     emergency n. 긴급한 상황     confident a. 

자신 있는     diagnosis n. 진단     recommend v. 추천하다

put ~ in touch ~와 접촉(연결)해주다

정답  1  

문제풀이

배가 아프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병원에 갈 것을 제안했으나 남자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요가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는 

계속 진찰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건강검진을 받아라.’이다. 

총 어휘 수  140

06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27

01 4  02 1  03 2  04 1  05 4  06 5    
07 3  08 4  09 5  10 2  11 4  12 5    
13 4  14 4  15 1  16 5  17 5

본문 p.38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0606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기내 승무원 호출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뭐 필요한 것 있으세요? 서비스 버튼을 누르셨다고 알고 있어요.

남: 네. 이렇게 금방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 물론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여분의 베개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죠. 또 필요한 것 있으세요?

남: 사실 있어요. 뜨거운 차를 마시고 싶네요. 차 있어요?

여: 물론이죠. 카모마일과 홍차가 있어요. 어떤 것을 원하세요?

남: 홍차 마실게요.

여:  좋아요.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긴 비행이 될 거예요.

남: 네, 그럴게요. 언제 도착할 예정인가요?

여: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에 도착할 거예요. 

남: 네, 좋아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어휘

notice v. 알아채다, 인지하다     English breakfast 홍차의 한 종류     

right away 바로, 즉시     flight n. 비행     touch down 도착하다, 

착륙하다     local time 현지 시각

정답  4  

문제풀이 

베개와 차를 부탁하고 있고, ‘a long flight’와 ‘touching down’, ‘local 
time’ 등으로 미루어 4   ‘승무원 — 탑승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30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가족 바비큐 사진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Rachel. 무슨 사진을 보고 있니?

여: 매년 하는 가족 바비큐 사진이야. 오래 된 거야.

남: 나도 좀 보여줘. [잠시 후] 와, 모두 정말 행복해 보이네.

여: 맞아. 그건 정말 대단한 여행이었어.

남: 저게 너희 개지?

여:  아니야. 그건 그냥 공원 주변을 뛰어다니던 개야. 내 동생은 그 개를 정말 

좋아했지.

남: 귀엽다. 그릴 뒤에 계신 분이 아빠시지?

여: 응, 그래. 그리고 엄마는 테이블에 앉아 계셔.

남: 엄마가 예쁘시네. 저쪽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여:  그건 우리 언니야. 언니는 텐트 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잠시 후에 간신히 

알아냈지.

남: 정말 즐거운 시간 같아.

어휘

set up a tent 텐트를 치다     have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보내다     

manage to V ~을 간신히 해내다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정답  5  

문제풀이 

아빠는 그릴 뒤에, 엄마는 테이블에 앉아 있고 동생은 개와 놀고 있다. 언니는 

텐트를 치고 있다고 했는데 텐트에 앉아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13

07  할 일

소재  엄마 도와주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 보여요.

여: 오늘 오후에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거란다.

남: 정말이요? 무엇 때문에요?

여: 아빠가 승진하셔서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어.

남:  알았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도울까요? 제가 파티오(테라스)에 

테이블을 준비할까요?

여: 아니, 괜찮아. 내가 이미 했단다.

남: 그럼 부엌을 청소하는 것을 도울게요.

여: 부엌은 괜찮아. 하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남: 그게 뭐에요?

여: 어항을 청소해줄 수 있니?

남: 물론이죠. 먹이도 줘야 하나요?

여: 아니. 내가 아침에 먹이 줬어.

어휘

entertain v. 접대하다     promotion n. 승진     celebrate v. 기념하다, 

축하하다     patio n. 파티오, (옥외)테라스     take care of ~을 처리하다, 

~을 돌보다     feed v. 먹이를 주다

정답  3  

문제풀이

아들이 테이블 준비와 부엌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대신 어항(fishtank)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은 ③ ‘어항 

청소하기’이다.

총 어휘 수  109

08  이유

소재  점심을 못 먹은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Paul, 나 배고파 죽겠어. 먹을 것 좀 있니?

남: 글쎄, 초콜릿 바 몇 개는 있어. 그런데 너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여: 맞아. 그런데 나 점심을 걸러서 초콜릿 바 한 개는 괜찮을 거야.

남: 맞아, 여기.

여: 고마워.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니 더 맛있다.

남: 왜 그렇게 바빴어?

여: 글쎄, 마케팅 보고서를 아침에 끝마쳐야 했어.

남: Hanson 씨가 저번에 요구한 게 기억나.

여:  응. 보고서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떠나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어.

남: 누구였어?

여:  런던에서의 고객. 그가 우리 제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했고,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어.

남:  그렇구나. 난 그저 네가 다이어트 때문에 점심을 걸러서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지.

어휘

starve v. 굶주리다     be on a diet 다이어트(식이요법) 중이다     

skip lunch 점심을 거르다     be about to V 막 ~하려고 하다     

client n. 고객

정답  4  

28  



문제풀이 

그녀가 식사를 위해 나가려던 참에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  ‘고객과 통화하느라’이다.

총 어휘 수  136

09  숫자

소재  공과 공 박스 구입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저희 중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용품을 좀 사고 싶은데요.

여: 무엇이 필요하세요?

남: 배구공 20개와 럭비공 30개가 필요해요.

여: 네. 배구공은 하나에 5달러이고요, 럭비공은 하나에 15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다른 종류의 공은 뭐가 있나요?

여: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지금 저희 가게에 있는 전부예요. 최근에 대량 

주문이 많았거든요.

남: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것들로 사겠어요.

여: 그밖에 또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아마도 공을 담을 물건 같은 것이요.

남: 오, 맞아요. 공을 담을 물건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  하나에 4달러 하는 그물 주머니가 있고요, 하나에 6달러 하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어요.

남: 음, 보자...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사겠어요.

여: 좋아요. 플라스틱 박스는 내구성도 있고, 정리하기도 쉽거든요.

남: 여기 제 신용카드요.

어휘

container n. 담는 물건, 용기, 그릇     net pocket 그물 주머니     

durable a. 내구성이 있는     tidy up (깔끔하게) 정리하다

정답  5  

문제풀이

5달러짜리 배구공 20개와 15달러짜리 럭비공 30개를 사기로 했다. 따라서 

공의 가격은 100달러+450달러=550달러가 된다. 여기에 공을 담을 6달러

짜리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사기로 해서 18달러를 더하면 되므로 지불할 총 

금액은 5  ‘$568’이다.

총 어휘 수  130

10  언급 유무

소재  사진 전시회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Steve, 지난 주에 열린 사진 전시회 어땠어?

남: 정말 좋았어. 재능 있는 많은 작가들의 사진들이 있었어.

여: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남:  정말 그랬어. 가장 좋았던 건 빈곤 국가들의 사진 전시였어. 꽤 감동적이

더라.

여: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지?

남: 응. 작년 전시회에도 갔었는데 작년은 올해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지.

여: 언제 끝나?

남: 이번 달까지니까 3주 정도 남았네. 

여: 좋아. 입장료가 비쌌니?

남: 별로. 10달러면 돼.

여: 나쁘지 않네. 그곳에 몇 가지 종류의 전시회가 열리니?

남: 14개의 전시가 있어. 그것들 각각은 다른 주제를 갖고 있고.

여: 상당하구나. 어쨌든 이번 주말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휘

exhibition n. 전시회     impoverished a. 빈곤한     annual a. 매년의, 

연례의     admission n. 입장료, 입장, 허가     exhibit n. 전시회, 전시품     

subject n. 주제     quite a bit 꽤 많은, 상당한     check ~ out ~을 

확인하다, 보다, 살펴보다

정답  2  

문제풀이

두 사람은 지난주에 열린 사진 전시회에 대해 대화 중이다. 개최 주기, 남은 

개최 기간, 입장료, 전시회 수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개최 장소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2  ‘개최 장소’이다.

총 어휘 수  129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노벨상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Tonight’s Discuss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인류에 혜택을 주는 사람들을 공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것이 노벨상 뒤에 숨겨진 이유입니다. 노벨상을 

운영하고 있는 노벨 재단은 Alfred Nobel의 유언에 의해 1900년에 시작

되었습니다. 이 상은 인류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준 특별한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노벨상은 여섯 개의 분야에서 수여됩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그리고 경제학. 이 상의 수상자들 중에는 테레사 수녀와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어휘

recognize v. 인정하다, 공인하다     benefit v. ~에게 유익하다, 유용하다 
mankind n. 인류     handle v. 다루다, 처리하다     

will and testament 유언     award v. 수여하다     physics n. 물리학     

chemistry n. 화학     recipient n. 수상자

정답  4  

문제풀이

노벨상의 여섯 개 분야에 생물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  ‘생물학 

분야도 포함된다.’이다.

총 어휘 수  86

12  도표

소재  세트메뉴 주문

듣기 대본 해석

여:  Howard, 뭐 먹고 싶어?

남: 음, 세트 메뉴 중에서 먹는 게 어때?

여: 오, 좋아. 난 오이와 양파 샐러드가 애피타이저로 좋을 것 같아.

남:  그래, 그런데 나는 정말로 양파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양파가 너무 많아!

여:  좋아, 스테이크는 괜찮네. 그럼 새우 샐러드를 애피타이저로 먹자. 나 해산물 

정말 좋아해.

남; 좋아. 사이드 음식은 뭐 먹고 싶어?

여: 난 볶음밥이 좋아.

남: 그런데 디저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 다른 곳에서 디저트를 먹는 게 어때?

남: 훌륭해. 그럼 이걸로 고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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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appetizer n. 전채, 식전 요리, 애피타이저     shrimp n. 새우     include 
v. 포함하다     terrific a. 아주 좋은, 멋진     <문제> mashed potatoes 
으깬 감자     

정답  5  

문제풀이 

애피타이저로는 새우 샐러드, 메인 요리는 양파를 곁들인 스테이크, 사이드 

음식으로는 볶음밥이 포함되고, 디저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건에 

충족하는 메뉴는 5  ‘Set E’이다. 

총 어휘 수  98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일 때문에 캠핑을 못 가게 된 주말

듣기 대본 해석

남: 정말 힘든 한 주였어. 우리는 정말 많은 회의를 했어.

여: 나도 알아. 금요일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

남:  그러게 말이야. 나는 정말 이번 주말이 기대 돼. 나는 집에서 쉬려고 해.

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남: 그래, 집에서 쉬기에는 완벽한 주말이지. 너는 어때? 

여: 나는 캠프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

남: 정말? 왜 못 가?

여: 음,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마음을 바꾸었어. 

남: 안 됐구나. 너는 언제나 혼자 갈 수 있잖아.

여: 그것도 사실이지만, 일 때문에 어쨌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남: 무슨 뜻이니?

여: 4  다음 주 전에 끝내야 할 일이 있거든.

어휘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stay in 집에 있다, 나가지 않다 
be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문제> great outdoors 
대자연     convince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일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하겠다고 했고, 남자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으므로 일에 대한 설명이 여자의 응답으로 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4  ‘다음 주 전에 끝내야 할 일이 있거든.’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늘 대자연을 즐겨.

2  이번 주말에는 계획이 없어.

3  음, 나는 내 친구에게 전화해서 취소해야 할 것 같아.

5  나는 내 친구에게 야영 가자고 설득해야 해.

총 어휘 수  118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자동차 왁스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Champion Auto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자동차용 왁스를 찾고 있어요.

남: 네. 얼마나 원하세요?

여: 여름까지 쓸 수 있는 만큼이면 충분해요.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남: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 주(州) 모든 곳에 배달해 드립니다.

여: 좋네요. 배달료는 얼만가요?

남: 음, 우리가 배달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여: 북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져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추가 요금이 10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내일까지 배달해 줄 수 있나요? 

남: 4  물론입니다.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어휘

last v. (얼마 동안) 쓰일 만하다, 계속하다, 지속하다     deliver v. 배달하다 
depend on ~에 달려있다, ~에 의존하다     additional a. 추가적인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내일까지 배달이 가능한지 묻고 있으므로 4  ‘물론입니다. 아침에 보내

드릴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제 생각에 거긴 너무 멀어요.

2  사실, 저희는 배달하지 않습니다.

3  예.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5  죄송하지만, 다 팔렸어요. 

총 어휘 수  92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

듣기 대본 해석

여:  Tom과 Mary는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프로젝트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같이 쓰고 있어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Tom은 Mary가 계속적으로 그녀의 발을 툭툭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툭툭 치는 것이 Mary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

하지만 Tom에게는 꽤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툭툭 치는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녀에게 그만 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Tom은 Mary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Tom: Mary,  1  미안하지만 발을 툭툭 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

어휘

upcoming a. 다가오는     side by side 나란히     tap one’s feet 
발로 툭툭 두드리다(치다)     distracting a.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문제> for now 당분간 

정답  1  

문제풀이

Tom은 Mary가 발로 툭툭 치는 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는 Mary에게 

발로 툭툭 치는 것을 그만해 달라고 말해야 하므로 가장 적절한 말은 1  ‘미안

하지만 발을 툭툭 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나는 네가 이 프로젝트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3  너는 네 작업에 노력하고 집중해야 해.

4  당분간 날 혼자 내버려둬 줄래?

5  발을 툭툭 치는 건 집중하는데 도움이 돼.

총 어휘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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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번 겨울은 특히 추웠어요, 그렇죠? 사실, 전국의 기온이 평균보다 춥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따뜻하게 있고 싶다면, 적합한 옷을 입으세요. 어두운 색의 

옷들은 햇빛을 흡수하고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으면 더 어두운 색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온을 높게 

유지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프와 

쌀은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계속 움직이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고, 책상에 

있을 때는 발을 툭툭 치고, 가능한 언제든지 스트레칭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매일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기는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꼭대기 층이 일반적으로 나머지 집들보다 더 

따뜻합니다. 보통 다른 층보다 5도에서 10도 더 따뜻합니다.

어휘

entire a. 전체의     average n. 평균     absorb v. 흡수하다     reflect 
v. 반사하다     instead of ~ 대신에     normally ad. 보통, 통상 

정답  16 5    17 5

문제풀이

16  남자는 겨울에 따뜻함을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5  ‘겨울 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17  남자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추천한 방법으로 어두운 색 옷 입기, 따뜻한 

음식 먹기, 몸을 계속 움직이기, 높은 층에 살기는 있었지만 핫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5  ‘핫팩 휴대하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응급상황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

2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들

3  추운 날씨에 운동으로 얻는 혜택들 

4  사람들이 더 시원한 기후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

총 어휘 수  137

DICTATION ANSWERS

01  Have you played this before / What do you think 
about it

02   building a bookshelf / I lost them

03   the appropriate response to bad behavior /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 makes a mess

04   you look pale / as time goes by / You’d better get a 
medical checkup / You need to visit a doctor / put you 
in touch 

05   you pushed the service button / Which would you 
prefer / It’s going to be a long fl ight / When are we 
scheduled to arrive

06   Th is was taken so long ago / your father behind the 
grill / setting up the tent

07   to be entertaining a lot of people / got a promotion / 
clean up the kitchen / Can you clean the fi shtank

08  you’re on a diet / I had to fi nish the marketing report / 
I was about to leave the offi  ce / I was on the phone

09  those are all we have / What kinds of containers do 
you have / Th ey’re durable and easy to tidy up

10  from a lot of talented photographers / an annual event / 
until the end of this month / Was admission very 
expensive / How many diff erent exhibits were there

11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 people who benefi t / 
recipients of these prizes

12   we have one of the menu sets / a cucumber and onion 
salad would be a good appetizer / What side dish do 
you want / dessert isn’t included

13   stay in and relax / she changed her mind / I should 
stay home anyway / What do you mean by that

14   to last the summer / everywhere in the state / where 
we have to deliver it / Can you send it out

15   sitting side by side / continuously taps her feet / it is 
quite distracting for Tom

16-17  colder than average / stay warm outside / keep 
your body temperature high / stay moving / daily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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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늦게 일어난 아침

듣기 대본 해석

여: 너 어제 밤에 분명 늦게 잤구나?

남: 응.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여: 오늘 정말 힘들어 보여. 아침에 면도는 했니?

남: 4  아니. 너무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었어.

어휘

have a late night 밤 늦게 자다     shave v. 면도하다     <문제> razor 
n. 면도기 

정답  4  

문제풀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면도를 했냐고 묻는 질문에 적절한 남자의 대답은 4  ‘아니. 

너무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2  이번 주에 일찍 잤어.

3  응. 넌 오늘 아침 면도를 했어야 했어.

5  방금 면도기 새로 샀어. 아주 잘 드는데.

총 어휘 수  36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새우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새우가 신선해 보이네요. 비싼가요?

여: 한 마리에 5달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섯 마리 사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남: 좋아요. 10마리 주세요.

여: 5  감사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어휘

prawn n. 참새우     at least 최소한     <문제> currently ad. 현재, 지금     

sold out 다 팔린, 매진된 

정답  5  

문제풀이

새우를 10마리 사겠다고 했으므로 5  ‘감사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가 

응답이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할인이 마음에 드네요!

2  실제로 그것들은 신선하지 않아요.

3  새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4  죄송합니다. 지금 다 팔렸어요.

총 어휘 수  38

03  담화 주제

소재  성별에 따른 아동의 색 선호도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였을 때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색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남자라면 그것은 

검정색이나 다른 어두운 색의 크레용이었을 것이고, 여자라면 분홍색이나 

보라색 크레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성별과 관련된 색 선호도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색 선호도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우리의 문화가 이러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성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색의 

옷을 입힘으로써 그들이 특정한 색을 좋아하도록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성별 사이에 색 선호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휘

gender-related a. 성별과 관련된     preference n. 선호(도)     

genetic a. 유전적인    be to blame for ~에 대한 책임이 있다     

debate v. 논쟁하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성별과 색 선호도 간의 관계가 유전적으로 타고나거나 문화적으로 

길들여지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아동이 선호하는 색이 성별에 따라 왜 

다른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5  ‘성별에 따라 아동의 색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정답이다.

총 어휘 수  112

04  의견

소재  열차표 예매

듣기 대본 해석

여:  뭘 보고 있어, Jason?

남: 다음 주에 있을 스페인 여행 일정을 확인 중이야.

여: 스페인은 아름다운 나라야. 나는 작년에 거기 다녀왔어.

남: 아, 그러면, 내 일정 좀 봐줄 수 있어?

여: 물론이지. [잠시 후] 바르셀로나로 가는 열차표는 예매했어?

남: 아니. 역에서 표를 구매하려고 생각 중이야.

여: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남: 왜? 거기에 도착해서 표를 살 수 있다고 들었어.

여: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성수기 때는 얘기가 달라져.

남: 그럼 표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 맞아. 그리고 표를 미리 구매하면 10퍼센트 할인도 받을 수 있어.

남: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바로 예약을 해야겠다.

어휘

itinerary n. 여행 일정(표)     book v. 예약하다     peak season 성수기

in advance 사전에, 미리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가 열차표를 미리 구매하기를 권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열차

표를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다.’이다.

총 어휘 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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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서점에서 책 찾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남: 아,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Contest of Chairs라는 책을 찾고 있어요. 혹시 있나요?

남:  네,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소설 구역에 있어요. 

A통로요.

여: 좋아요. 아, 그리고 The Social Animal도 찾고 있어요.

남: 그건 정리 판매 구역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계산대 주변에 있어요.

여: 세일을 하고 있나요? 좋네요.

남: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 검색 시스템을 사용해 보세요.

여: 검색 시스템이요?

남:  네, 저희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을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가게 곳곳에 

컴퓨터가 있어요.

여: 많이 본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어휘

novel n. 소설     aisle n. 통로     clearance n. 정리 판매     

cash register 금전 등록기, 계산대     database n.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     scattered a. 흩어져 있는, 산재한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찾는 책의 위치 및 도서 검색 방법을 알려주고, 계산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고객 — 서점 직원’이다.

총 어휘 수  117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직원 휴게실 안내

듣기 대본 해석

남:  신입사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휴식 후에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직원 휴게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휴게실 그림을 

보시면, 게시판이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공지에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게시판 옆 벽에는 시계와 출퇴근 기록 카드기가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출입하실 때에 찍으시면 됩니다. 시계 옆에는 냉장고가 있고, 

전자레인지는 카운터 위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정리정돈만 

하신다면 간식은 방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휘

employee lounge 직원 휴게실     bulletin board 게시판     notice 
n. 안내(문), 공지 v. 알아채다     time card machine 출퇴근 기록 카드기

정답  4  

문제풀이 

전자레인지가 카운터 위에 있다고 했는데 테이블 위에 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04

07  부탁한 일

소재  고장 난 컴퓨터 고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자기야, 우리 Louis한테 주려고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주문했어?

남: 응, 주문했어. 내일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  음, 그가 그걸 분명 좋아할 거야. 근데 조만간은 아닐 것 같아. 우리 컴퓨터가 

고장 났거든.

남: 하나 새로 사지 그래?

여: 컴퓨터를 새로 살 돈이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걸 고칠 수는 없어?

남: 내가 지금 고칠 시간이 없어.

여: 부탁이야, Ryan. 우린 새 걸 살 여유가 없어.

남: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보는 게 어때?

여: 저번에 수리 맡겼던 것 기억 안 나?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

남: 알겠어. 최대한 빨리 한번 볼게.

어휘

broken a. 고장 난, 깨진     fix v. 수리하다, 고치다, 고정시키다     afford 
v. 살 여유가 되다

정답  5  

문제풀이

아들을 위한 선물로 컴퓨터 게임을 주문했는데 여자는 컴퓨터가 고장 났다며 

남자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5  ‘컴퓨터 고치기’이다.  

총 어휘 수  118

08  이유

소재  동료의 이직

듣기 대본 해석

남:   Cindy, 당신 회사를 떠나신다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여: 네. 마지막 날이 이번 금요일이 될 거예요.

남: 와, 정말 금방이네요. 급여가 불만족스러웠나요?

여: 아니요, 보수는 좋았어요.

남: 상사와 싸웠나요?

여: 전혀요. 저는 모두와 잘 지냈어요.

남: 그러면 당신이 왜 그만두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  음, 매니저님 외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회사에서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남: 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여: 정말 감사해요. 꼭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어휘

salary n. 급여, 봉급     get along with ~와 잘(사이 좋게) 지내다     

except for ~외에, ~을 제외하고     offer v. 제안하다     

keep in touch 연락하며 지내다

정답  3  

문제풀이 

다른 회사에서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3  ‘다른 회사로 가게 되어서’이다.

총 어휘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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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숫자

소재  상품 반품과 새 상품 구매

듣기 대본 해석

여: 도와드릴까요, 손님?

남:  네. 며칠 전에 이 셔츠를 이곳에서 샀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여: 오, 문제가 있었나요? 

남: 입어봤을 때는 몰랐는데, 소매가 너무 짧네요. 

여: 오, 참 안됐군요. 물론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 네. 여기 있습니다.

여: 네, 그럼 100달러는 되셨고, 교환하실 것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남: 이 빨간 셔츠가 맘에 드네요.

여: 그것은 200달러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남:  괜찮아요, 그런데 창문에서 할인 표시를 봤어요. 그 할인이 이 셔츠에도 

적용이 되나요?

여: 네, 가게의 모든 것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20퍼센트 할인이 들어갑니다.

남: 잘 됐네요. 저는 이미 100달러를 지불했으니까...

여: 네. 손님께서는 차액만 내시면 됩니다.

남: 좋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 받으세요.

어휘

exchange v. 교환하다     receipt n. 영수증     sign n. 표시, 표지판   
apply v. 적용하다     difference n. 차액, 차이

정답  2  

문제풀이

200달러에 대한 20퍼센트 할인을 받게 되면 160달러를 내야 하는데, 남자는 

이미 반품 셔츠 가격으로 100달러를 지불한 상태이므로 남자가 내야 할 

차액은 2  ‘$60’이다.

총 어휘 수  156

10  언급 유무

소재  영화에 관한 대화

듣기 대본 해석

남: 재미있는 영화였어. 넌 어떻게 생각해?

여: 나도 좋았어. 아주 감동적이었어. 

남: 맞아.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

여: 배경이 정말 좋았어. 미래 도시광경 색채가 아주 생생하고 실물 같았어.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운드트랙도 역시 굉장했어. 

여: 물론이지. 전반적인 멜로디와 악기 선택이 정말 잘 어울렸어. 

남: John Deep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여:  내 생각에는 그 배역에 대해서는 완벽한 배우인 거 같아. 그의 캐릭터는 

열정이 넘치더라고. 

남: 영화 작가가 특별히 그를 위해 그 역할을 썼다고 들었어. 

여: 그럴 만하네. 그는 연기를 완벽하게 했잖아. 

남: 맞아.

어휘

futuristic a. 미래의     vivid a. 생생한, 선명한     sweeping a. 전반적인     

fitting a. 어울리는     passion n. 열정

정답  2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는 영화에 대한 감상, 배경, 배경음악,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관객수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관객수’이다.

총 어휘 수  104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백일장 안내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연례 Play on Words Writing 
Contest를 개최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잘 쓴 작품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회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의 출품작은 3백 단어보다 

적으면 안되고, 1천 단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출품작은 출력

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디지털 파일은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출품작은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5월 

30일에 입상자들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모든 상은 종강일인 6월 7일에 

수상될 것입니다. 당신의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휘

annual a. 연례의     submit v. 제출하다     exceed v. 넘다, 초과하다   
entry n. 출품작     hard copy 출력된 자료     contact v. ~에게 

연락하다     copy n. 사본

정답  4  

문제풀이

5월 30일에 입상자들에게 연락이 가고 수상은 종강일인 6월 7일에 한다고 

하였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대회 입상자는 5월 30일에 수상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18

12  도표

소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위한 연회장 예약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Little Town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이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손님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남: 초대장을 175장을 보냈고 더 많이 보낼 예정이에요.

여: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에서 저희가 음식을 제공해 드려요. 한식이 

나을까요, 양식이 나을까요?

남: 양식이 나을 것 같아요.

여: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연회장으로 선택지가 좁혀졌네요.

남: 네, 그럼 이게 더 저렴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여: 손님, 혹시 저희 호텔 회원이신가요?

남: 맞아요. 왜요?

여: 멤버십으로 할인을 받으면 오히려 이게 더 저렴하거든요.

남: 아, 그럼 그걸로 예약할게요.

어휘

book v. 예약하다     banquet hall 연회장     anniversary n. 기념일   
cater v. 음식을 공급하다     narrow down 좁히다, 줄이다

정답  1  

문제풀이 

175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4 , 5 번은 제외된다. 양식이 좋다고 했으므로 

2 번도 제외되고 3 번이 더 저렴하지만 멤버십으로 할인받으면 1 번이 더 

저렴하므로 정답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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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이탈리아 여행에서 있었던 일 

듣기 대본 해석

여: 이탈리아로 여행 갔던 거 재미있었니?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야?

남: 음, 난 로마가 정말 좋았어.

여: 피렌체도 봤어?

남: 응, 하지만 난 거기서 정말 안 좋은 경험을 했어.

여: 어머!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 거기에서 첫날 소매치기를 당했어.

여:  정말 끔찍하네.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나머지 여행은 재미 

있었어?

남: 응, 그랬어. 그런데 로마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뻔했어.

여: 정말? 어떻게?

남:  내가 도시를 돌아보기 위해서 스쿠터를 빌렸는데 속도위반 때문에 세워야 

했어.

여: 어어.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났니?

남: 5  내가 외국인이라 제한속도를 몰랐다고 말했어.

어휘

pickpocket v. 소매치기하다     get in trouble 곤란에 처하다     

pull over 차를 길 한쪽으로 대다     speeding n. 속도위반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속도위반으로 차를 세운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5  ‘내가 외국인이라 제한속도를 몰랐다고 

말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없어서 꼭 가고 싶어.

2  나는 스쿠터를 고치려고 정비공에게 가져갔어. 

3  소매치기 당한 사고를 경찰에게 신고했어.

4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버스를 탔어. 

총 어휘 수  113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Katie. 그거 뭐야?

여: 저번 주에 장기자랑에서 찍은 사진이야. 다 흐리게 나왔어. 

남: 자동초점 기능 옵션이 네 카메라에 있을 거야. 

여: 왜 그렇게 생각해?

남: 지난 학기에 Lincoln 선생님 사진촬영 수업을 들었거든. 

여: 멋지다. 네가 나한테 사진 잘 찍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줄 수 있겠다. 

남:  물론이지. 예를 들면, 셀카를 찍을 때는 턱을 아래로 하고 위에서 찍는 게 

좋아. 

여: 아 그래?

남: 응. 사진을 아래서 찍으면 이중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여: 1  다음에는 그 점을 명심할게. 

어휘

talent show 장기자랑     blurry a. 흐릿한, 모호한     semester n. 

학기     selfie n. (신조어) 셀피, 셀카(스마트폰이나 웹 카메라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찍는 사진)     double chin 이중턱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자 남자는 셀피(Selfie)를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다음에는 

그 점을 명심할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네 사진을 흐리게 찍어서 미안해. 

3  내 카메라를 수리점에 맡겨야 해. 

4  우리 Lincoln 선생님 사진수업을 들어야 해.

5  장기자랑 사진 몇 개를 인화했어.

총 어휘 수  107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경기장에서 본인 자리라고 말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일요일 오후이고 Joe는 그의 여자 친구를 배구 경기를 보기 위해 데려갑니다. 

그 경기장은 매우 붐볐지만 Joe는 비싼 전용석 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관중들을 통과해 지나가는데 그들 대부분은 홈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좌석을 찾았을 때, 그들은 거대한 남자와 그의 부인이 그들이 예매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Joe는 그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는 그 커플에게 그들이 본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Joe는 그 커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Joe: 3  실례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휘

match n. 경기     private seat 전용석     crowd n. 관중     reserve 
v. 예약하다

정답  3  

문제풀이

경기장에서 Joe와 그의 여자 친구는 본인들 좌석에 다른 커플이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말하려는 상황이므로, 3  ‘실례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죄송하지만 표가 다 팔렸습니다. 

2  우리가 당신들과 좌석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4  나는 붙어있는 두 좌석을 예매하고 싶습니다. 

5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조금 뒤로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총 어휘 수  112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아몬드 우유의 이점

듣기 대본 해석

남:   당신은 우유의 나쁜 효과가 좋은 효과보다 더 크다고 느끼나요? 우유와 

유제품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유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몬드 우유는 국내외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메가 지방산 같은 우유에서 발견되지 않는 심장에 건강한 영양소의 거대한 

원천입니다. 아몬드 우유는 우유 칼로리의 절반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에 좋은 

비타민 E 또한 높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우유보다는 덜 포함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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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몬드 우유는 근육의 힘과 치유에 기여를 하는 단백질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우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지니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젖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 아몬드 우유로 바꾸세요.

어휘

outweigh v. 보다 더 크다     grow in popularity 인기가 

상승하다 

정답  16 4    17 4     

문제풀이

16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아몬드 우유를 소개하면서 아몬드 우유의 이점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4  ‘아몬드 우유를 마시는 

것의 이점들’이다.

17  우유와 아몬드 우유의 차이점으로 오메가 지방산, 칼로리, 단백질 양, 젖당은 

언급했지만 색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4  ‘색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아몬드 우유의 인기 

2  건강에 대한 유제품의 효과

3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의 이점

5  유제품 소비를 피해야 하는 이유

총 어휘 수  145

DICTATION ANSWERS

01 had a late night / You look really rough

02   I can give you a discount / I’ll take ten

03   gender-related color preferences / Others think our 
culture is to blame for these diff erences / there is no 
debating 

04   itinerary of my trip / buying my ticket at the station / 
during peak season / in advance

05   Give me one second to check / the clearance section / 
search through all of our products / scattered throughout 
the store 

06   introduce you to our employee lounge / on the wall 
beside the bulletin board / in the middle of the room

07   Our computer is broken / We can’t aff ord to buy

08  My last day will be this Friday / got along very well / 
I have been off ered a manager’s position / be sure to 
keep in touch

09  exchange it for another one / starting today / You’ll 
just have to pay the diff erence

10  vivid and lifelike / sweeping melodies / His character 
had so much passion / Th at makes sense

11   should not exceed one thousand / all entries must be 
hard copies / must be submitted by / awards will be 
given out / your work will not be returned

12   how many guests are you expecting / we’ve narrowed 
it down / member of our hotel, by chance

13   I got pickpocketed on my fi rst day / I got pulled over 
for speeding / How did you get out of trouble

14   Th ere should be an option / about taking good photos / 
when you’re taking a selfi e / you have a double chin

15   private seats / they reserved / he hasn’t made a mistake / 
they are sitting in his seats

16-17  negative eff ects of milk / an alternative to dairy 
milk / almond milk contains about half the calories / 
contributes to muscle strength / Make the switch 
to almond milk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소프트웨어 제거

듣기 대본 해석

여: John, 뭐하고 있어?

남: 노트북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는 중이야.

여: 오, 나 전에 해 본 적이 있어. 도와줄까?

남: 5  고맙지만 괜찮아. 나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야.

어휘

remove v. 제거하다     laptop n.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     

give a hand 돕다     <문제> prefer A to B A를 B보다 선호하다     

정답  5  

문제풀이

도와줄지 물어보는 여자의 말에 적절한 대답은 5  ‘고맙지만 괜찮아. 나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응. 이거 정말 부드러워.

2  그럼 네 노트북 좀 빌려줄래?

3  물론. 이거 제거하는 데 5분밖에 안 걸렸어.

4  신경 쓰지 마. 나는 이 소프트웨어가 저것보다 좋아.

총 어휘 수  41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연극 보러 가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번 달에 공연하는 최고의 연극이 있어

여: 정말? 난 극장 가는 걸 아주 좋아해.

남: 나도 그래! 다음 주에 나와 함께 갈래?

여: 3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

어휘

play n. 연극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같이 연극을 보러 가자고 여자에게 제안하고 있으므로 3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가 알맞다.

오답 보기 해석

1  너도 내가 영화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2  우리 집으로 와도 돼.

4  사실, 그건 이 도시에 있지도 않아.

5  나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고 있어.

총 어휘 수  29

03  담화 목적

소재  우수학생들의 수업료 감면 혜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우리 Jude’s Academy는 학생들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킵니다. 

매년 우리는 2,000개가 넘는 신청서를 받지만 250명의 학생밖에 뽑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그 지원자들 중 상위권 안에 드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며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저희의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상위 10퍼센트의 학생들에게 새 학년 수업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퍼센트의 학생들은 10퍼센트의 할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려책은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우리 훌륭한 학교에서 

성공하는 데에 필요한 격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휘

hold v. (수준 등을) 유지하다     standard n. 수준, 기준     application 
n. 지원(서), 신청(서)     amongst prep. ~중에     applicant n. 지원자     

competitive a. 경쟁적인, 경쟁력 있는     dedication n. 전념, 헌신     

tuition fee 수업료     institution n. 기관, 학교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상위권에 들었을 경우 어떤 수업료 감면 혜택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우수생의 

수업료 감면 혜택을 알리려고’이다. 

총 어휘 수  107

04  담화 주제

소재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이점

듣기 대본 해석

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자선 기부의 이점을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는 것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연구들은 

약간의 돈을 주는 사람들이 같은 양의 돈을 받는 사람들 보다 나중에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차적인 이점들을 얻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는 

노년의 더욱 건강한 정신적 기능과 긴 수명까지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어휘

fortunate a. 운 좋은     community n. 지역사회     charitable a. 

자선의, 자선을 베푸는     reveal v. 드러내다, 밝히다 
first and foremost 다른 무엇보다     modest a. 보통의, 그다지 대단

하지는 않은     afterwards ad. 나중에, 그 뒤에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

정답  4  

문제풀이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여러 직접적인 이점이 있다고 하므로 이 글의 주제는 4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의 이점’이다.

총 어휘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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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음악가 오디션

듣기 대본 해석

남: 좋아요,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여: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처음 클라리넷을 연주하기 시작한 게 언제죠, Katie?

여:  제가 7살 때쯤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학교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했죠.

남: 당신의 경험이 좋은 음악가가 되도록 당신을 끌어주었군요.

여: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남: 당신의 연주에 꽤 감동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꽤 많은 음을 놓쳤어요.

여: 그러면, 제가 오디션의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엔 부족한가요?

남:  사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 그렇게 들으니 유감이에요.

남:  계속 열심히 연습하세요. 저는 다음 공개 오디션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 알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휘

take up 시작하다     performance n. 연주, 공연     note n. 음, 음표, 

메모     accept v. 받아들이다     <문제> contestant n. (시합ㆍ대회) 

참가자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의 클라리넷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오디션의 다음 라운드는 

진출할 수 없다면서 다음 공개 오디션에서 다시 보기를 바란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1  ‘심사 위원 — 참가자’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훈련 시키는 사람 — 훈련 받는 사람

3  기자 — 지원자 

4  작곡가 — 가수

5  음악가 — 팬

총 어휘 수  134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거실의 가구 배치

듣기 대본 해석

여: 드디어 우리의 새 보금자리로 이사 와서 너무 기뻐요!

남: 나도 그래요. 우리 가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해요.

여: 맞아요. 거실부터 시작해요.

남: 좋아요, 창문 아래 소파를 놓는 것은 어때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커피 테이블은 소파 앞으로 가야 해요.

남:  네, 물론이죠. 나는 책을 읽기 위해서 소파 옆에 작은 램프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 네, 말이 되네요. 가족 사진은 어때요?

남: 내 생각엔 TV 옆에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여: 정말이요? 나는 창문 옆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 맞아요, 그게 더 좋은 생각이에요.

여: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어휘

arrange v. 정리하다, 배열하다     portrait n. 초상화, 인물 사진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가족 사진을 TV 옆에 놓을 거라고 하자 여자가 창문 옆에 걸자고 했고 

남자도 그게 낫겠다고 동의했으므로 가족 사진은 TV 옆이 아닌 창문 옆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10

07  부탁한 일

소재  아이 돌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Brian, 오늘 오후에 뭐하니?

남: 별거 안 해. Kate. 오늘 대부분은 집에 있으려고.

여: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해.

남: 좋아. 무슨 일인데? 괜찮은 거야?

여:  응 괜찮아. Steve와 내가 저녁 먹으러 나가있는 동안 우리 애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남: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여:  괜찮아. 애들이 그렇게 어리지는 않아서, 넌 정말로 단지 애들 식사 챙기는 

일과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만 돌봐주면 돼.

남: 좋아. 내가 몇 시에 가면 되지?

여: 오후 5시쯤이면 어때?

남: 좋아. 그 때 보자. 

여: 응. 정말 고마워, Brian.

어휘

babysit v. 아이를 돌보다     hurt v. 다치게 하다     come over 
(~의 집에) 들르다, 가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저녁 외식하는 동안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아이 돌봐주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영화 보기

3  5시에 Steve에게 전화하기

4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5  그녀와 함께 저녁식사하기

총 어휘 수  112

08  이유

소재  남자가 Arts Center 역에 가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남: 실례합니다. 혹시 이 열차가 Arts Center 역에서 정차하는지 아세요?

여: 맞아요. 저도 실은 거기로 가고 있거든요. 다섯 정거장 밖에 안 남았어요. 

남: 고마워요. 여기 주변에서 오셨어요?

여:  아뇨. 전 여기 제 여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남: 멋지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오려고 해요. 자주 방문하기에는 동생은 항상 너무 

바쁘긴 하지만요.

남:  동생도 당신이 오는 걸 무척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사업 차 여기 왔어요. 

전 예술품 매매업자거든요.

여: 정말이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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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뇨. 약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번이 제 첫 출장이에요.

여: 그렇군요. 훌륭한 작품들을 찾을 수 있길 바랄게요. 

어휘

head v. 가다, 향하다     on business 업무(사업) 차, 볼일이 있어     

art dealer 미술품 매매업자, 미술상

정답  2  

문제풀이 

대화를 통해 남자는 예술품 매매업자로서 첫 출장으로 Arts Center Station에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작품들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비추어 보아 남자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2  ‘예술품을 매매

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8

09  숫자

소재  파티 룸 청소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Cromwell 씨, 제가 파티 룸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남: 잘 했습니다. Samantha.

여: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남: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락에 와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워요.

여: 천만에요. 당신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남: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여: 음, 메인 룸이 50달러 그리고 욕실이 30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휴일에 일해 준 것에 대해서 20퍼센트를 더 드릴게요.

어휘

appreciate v. 감사하다     on short notice 충분한 예고 없이, 갑자기

정답  5  

문제풀이

메인 룸이 50달러, 욕실이 30달러로 80달러인데 팁으로 20퍼센트(16달러)를 

준다고 했으므로 80달러+16달러인 5  ‘$96’가 된다. 

총 어휘 수  90

10  언급 유무

소재  철인 3종 경기

듣기 대본 해석

여: Nate, 무슨 일이야?

남: 다음 달 철인 3종 경기에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있어.

여: 철인 3종 경기가 뭐야?

남: 달리기,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의 3가지 종목이 있는 경주야.

여: 재미있겠다. 언제 어디서 하는데?

남: 5월 4일 날 해. Little Town 기념 다리에서 시작해서 시청에서 끝나.

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제한이 있어?

남: 음,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최소 16세여야 돼.

여: 이기면 무슨 상품을 받아?

남: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모두 메달을 받아. 3위 안에 들면 트로피랑 쇼핑몰 

상품권을 받을 거야.

여: 이기길 바랄게. 행운을 빌어, Nate!

어휘

register v. 등록하다     triathlon n. 철인 3종 경기     awesome a. 

기막히게 좋은, 엄청난     restriction n. 제한, 제약     complete v. 

끝내다, 완수하다     certificate v. 증명서, 상품권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여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3종 경기 종목, 코스의 

출발지와 종착지, 참가 자격, 시상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지만 경기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준비물’이다.

총 어휘 수  120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갈라고 원숭이

듣기 대본 해석

여:  bush baby(갈라고 원숭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숭이와 비슷하고, 

아주 오래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 탐험가들이 어린아이 소리와 비슷한 

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길고 가느다란 손과 

손가락을 가졌고, 뒷다리는 뛰어오르도록 특화되었습니다. 갈라고 원숭이는 

낮 동안에 자고 밤에 곤충이나 도마뱀과 생쥐 같은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갈라고 원숭이는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양쪽 귀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먹잇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면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세요.

어휘

bush baby 갈라고 원숭이     explorer n. 탐험가     hind a. 뒤의 
specialized a. 전문의, (생물) 분화[특화]된     lizard n. 도마뱀 
keen a. 예리한     in opposite directions 반대 방향으로 
simultaneously ad. 동시에     pinpoint v. 정확히 찾아내다 
location n. 위치     prey n. 먹이     amazing a. 놀라운, 굉장한

정답  3  

문제풀이

갈라고 원숭이는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주로 낮에 활동하며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먹는다.’이다.

총 어휘 수  122

12  도표

소재  메뉴 주문

듣기 대본 해석

여:  이 메뉴에 있는 음식이 맛있게 보이네요.

남: 그렇군요. 난 너무 배가 고파요.

여: 세트 메뉴가 있나요?

남: 있어요. 닭고기를 먹읍시다.

여:  우리가 닭고기 5조각을 주문하면, 옥수수나 비스킷을 사이드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남: 나는 너무 배 고파요. 닭고기를 3조각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 나도 그래요. 우리 둘이서 20조각은 어떨까요? 너무 음식이 많나요?

남:  글쎄요, 그것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나는 25달러나 쓰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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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겠어요. 옥수수와 비스킷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남: 비스킷이 좋겠군요.

여: 좋아요, 비스킷이 나오는 세트로 주문할게요.

어휘

delicious a. 맛있는     spend v. (돈을) 쓰다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 모두 각자 3조각 이상 먹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5조각인 1 , 2 번은 

제외되고 20조각은 많다고 했으므로 남는 것은 3 , 4 번이다. 그 중에 비스킷을 

선택하기로 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02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선생님께 추천서 작성 부탁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Rachel. 뭘 도와줄까?

여: 안녕하세요, Lincoln 선생님. 저 부탁할 게 있어요.

남: 그래. 필요한 게 뭐지?

여:  대학교에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몇 개 대학에서 추천서를 요청했어요. 제 

추천서 좀 써 주실 수 있으세요?

남:  물론이지. 넌 내가 가르친 학생 중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인 걸. 어느 대학에 

지원할 생각이니?

여: Transylvania University와 Central College of Arts를 생각 중이에요. 

남: 좋은 학교들이지. 추천서가 언제쯤 필요하니?

여: 다음 주 전까지는 지원을 끝마치려고 해요, 그럼 금요일이 가장 좋겠어요.

남: 알겠어. 수요일까지 끝내 볼게. 

여: 2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어휘

apply (for) v. ~에 지원하다     reference letter 추천서     

<문제> deadline n. 기한, 마감시간     on time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제때,

제 시간에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대학교 지원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며, 

남자는 흔쾌히 여자가 필요한 날짜 전에 추천서를 작성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가장 적합한 여자의 응답은 감사함을 표하는 2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마감일이 벌써 지났어요.

3  저는 그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것 같아요.

4  걱정 마세요. 저는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5  다른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총 어휘 수  113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첫 해외여행 준비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Kelly!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여: 나 한국이랑 중국으로 여행 갈 거야. 내일 떠나.

남: 와, 멋지다! 해외로 여행가는 거 처음이지, 그렇지?

여: 응, 얼른 가고 싶어. 

남: 모든 준비는 됐어?

여: 그렇게 생각해. 호텔 예약도 했고 내 짐도 다 꾸렸어.

남: 여행 보험은 들었어?

여: 아니, 안 했는데. 그거 꼭 해야 해?

남: 당연하지. 여행 중에 다치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 아, 알겠어.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남: 1  맞아. 그게 보험이 필요한 이유지.

어휘

reserve v. 예약하다     pack v. 꾸리다, 포장하다     insurance n. 보험 
What if ~? ~하면 어떻게 될까?     injure v. 부상을 입히다, 다치게 하다 
just in case 만일에 대비해서     <문제> confirm v. 확인하다

정답  1  

문제풀이 

해외로 처음 여행을 가는 여자에게 모든 준비가 되었냐고 남자가 물었고, 여행 

보험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여자가 수긍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겠다는 말에 대한 응답은 1  ‘맞아. 그게 보험이 필요한 이유지.’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걱정 마. 다음에 그곳에 갈 수 있어.

3  맞아. 호텔 예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4  네 말이 맞아. 알려줘서 고마워.

5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나라들은 안전한 곳이야.

총 어휘 수  97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중고 스케이트 구매

듣기 대본 해석

여:  Wesley는 최근 인라인 스케이팅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새 스케이트를 

사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진 돈 이내의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중고품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괜찮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만날 시간을 정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를 만나서 스케이트를 보고 나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케이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esley는 

판매자에게 어떤 말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Wesley:  4  죄송한데요,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휘

take up (취미, 여가 활동 등)을 시작하다     range n. 범위     used a. 

중고의     decent a. (질이) 괜찮은, 제대로 된     arrange a time 시간을 

정하다     <문제> regret v. 후회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온라인 상에서 보았던 중고 스케이트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을 때 Wesley가 

했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안하지만 살 수 없다는 내용의 4  ‘죄송한데요,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아요.’이다.

40  



오답 보기 해석

1  만약 당신이 이 스케이트를 사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2  저는 프로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요.

3  우리 다른 때로 다시 만날 시간을 조정해야겠네요. 

5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는 주의해야 해.

총 어휘 수  130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박물관 단체 관람 예약 안내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물관은 

1915년 Alfred Simmons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American 
Historical Society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미국의 설립, 국방, 발전에 관한 유일무이한 공예품 모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학교들은 저희 박물관으로 견학 오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개인과 그룹을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손님의 그룹은 

수용할 수 없으니 시간을 내시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할 때, 

그룹명이나 학교명, 주소, 연락 가능한 번호와 학생이나 손님의 숫자와 

나이를 남겨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는 적어도 

예정된 방문시간 24시간 전에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 

부지 내에서는 조용하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어휘

fund v. 자금(기금)을 대다     artifact n. 공예품     founding n. 설립, 

창립     accommodate v. 공간을 제공하다, 수용하다     prior to ~에 

앞서, 전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긴 하지만 앞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도     respectful a. 경의를 표하는, 배려하는     

<문제> addition n. 추가된 것, 추가     complaint n. 불평, 불만     

regarding p. ~에 관하여

정답  16 5    17 4

문제풀이

16  미국 역사 박물관으로 견학 오는 학교나 단체들에게 단체 관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5  ‘박물관 관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17  남자는 설립 연도와 설립자, 후원 단체, 예약 방법은 언급했지만 박물관의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박물관의 위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전임 박물관 고용인을 찾기 위해서

2  다양한 학교 견학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서

3  박물관에 최근 들어온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4  박물관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총 어휘 수  151

DICTATION ANSWERS

01  I’ve done it before / give you a hand

02   showing this month /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03   amongst the top applicants / we’re awarding students / 
at our fi ne institution

04   helping out the less fortunate / giving those people 
someone to believe in / First and foremost

05   join the school’s band / moved by your performance / 
we won’t be able to accept you / Keep working hard

06   get started arranging / that makes sense / we should 
hang it next to the window

07   if you could help me out / a lot of experience babysitting / 
make sure they don’t hurt themselves / should I come 
over

08  Are you from around here / at least once a year / I’m 
here on business / I hope you fi nd some great pieces

09  coming on such short notice / How much do I owe 
you / during the holidays

10  registering online for / are there some restrictions / 
complete the race / What kind of prize do you get

11   sounded like children / their hind legs are specialized 
for / at night it feeds off  insects / they have such keen 
eyesight  / move their ears in opposite directions 
simultaneously 

12   a combination menu / more than three pieces of 
chicken / I don’t want to spend  / Biscuits sound good

13   I’ve started applying for universities / asking for 
reference letters / I’d like to fi nish applying / have it 
fi nished by Wednesday

14   fi rst time to travel abroad / fi nished packing my 
luggage / buy travel insurance / you get injured / I 
have to be prepared, just in case

15   in his price range / arranges a time to meet / the 
condition of the skates is much worse

16-17  we off er guided tours / make reservations online / 
take the time to make a reservation / prior to the 
scheduled visit / last but no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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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영화 시작 전 남는 시간

듣기 대본 해석

남: Lily,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해?

여: 1시간 30분 후에 시작해.

남: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저녁 먹는 것이 어때?

여: 3  좋아. 우린 시간이 많아.

어휘
<문제> plenty of 많은     showtime n. 상영 시간

정답  3  

문제풀이

영화 시작이 1시간 30분 남았다고 했고,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는 것이 

어떠냐는 남자의 제안에 적절한 여자의 답은 3  ‘좋아. 우린 시간이 많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야.

2  우리 서두를 필요가 있어. 늦을지도 몰라. 

4  좀 더 빠른 상영시간의 표를 구하지 못했어.

5  우리는 스크린에 너무 가까이에 앉을 것 같아.

총 어휘 수  3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필리핀 해변으로의 여행

듣기 대본 해석

여: 겨울 방학 동안에 필리핀 갔다 왔어.

남: 멋져! 너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겠다. 거기 바닷물이 정말 아름답잖아.

여: 정말로. 거기 간 적 있니?

남: 3  응, 지난해 며칠간 있다 왔어.

어휘
<문제> travel agency 여행사     for a few days 며칠간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필리핀 해변이 아름답다고 말하자 여자가 남자에게 전에 거기 갔었느냐고 

물었으므로 가장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3  ‘응, 지난해 며칠간 있다 왔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제대로 된 여행사를 찾는 일은 힘들 수 있어. 

2  너는 정말 내 충고를 받아들여야 해.

4  오, 저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유감이다.

5  나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총 어휘 수  37

03  담화 목적

소재  팬 감사의 날 행사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어요? 저는 FC APEC III의 구단주인 Dr. Fecc
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시겠지만 우리 팀은 다음 주에 팬에게 감사하는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아직 감사할 팬을 찾지 

못 했다면 금요일 전까지 정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선택 가능한 팬의 명단은 

감독 사무실에 있습니다. 팬을 선택한 후 FC APEC III 엽서에 그의 이름을 

적고 감사를 표하는 짧은 글을 쓰세요. 탈의실에 있는 상자에 엽서를 넣으면 

저희가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FC 
APEC III 파이팅!

어휘

attention n. 주목, 집중     hold an event 행사를 개최하다(열다)     

appreciation n. 감사, 감탄     recognize v. 인정하다, 표창하다     

eligible a. ~을 할 수 있는, 가능한     postcard n. 엽서     

locker room 탈의실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팬에게 감사하는 날을 맞이하여 감사할 팬을 선택한 후, 그에게 감사 

엽서를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감사 엽서 쓰기 행사에 참여를 

부탁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2

04  대화 주제

소재  등산 갈 때 챙겨야 할 물건들

듣기 대본 해석

남:  Jen, 주말 잘 보냈어?

여: 굉장히 좋았어. 가족과 등산 갔어.

남: 좋네. 날씨가 등산 가기 딱 좋았잖아.

여: 맞아. 도시를 떠나서 자연을 즐기니까 좋더라.

남:  근데 나도 가족이랑 North산 등산이나 갈까 생각하고 있어.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여: 글쎄, 산 정상은 꽤 추울 수 있으니까 옷을 좀 챙겨 가는 게 좋아.

남: 그렇겠네. 다른 거는?

여: 다칠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구급 상자를 들고 다니는 게 좋아.

남: 좋은 충고네.

여:  아! 그리고 물 많이 챙기는 것 잊지 말고. 우리는 다 마셔서 다른 등산객들

한테 빌려 마셔야 했거든.

어휘

chilly a. 추운, 쌀쌀한     first aid kit 구급 상자     run out 다 떨어지다

정답  2  

문제풀이

가족과 등산을 다녀온 여자가 남자에게 등산 갈 때 챙겨 가야 할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등산에 

필요한 물건들’이다.

총 어휘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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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소 파악

소재  배에서 갈매기 먹이주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리 와, Cindy. 위로 올라가자!

여: 금방 갈게. 지금 따라갈 힘이 좀 없어. 어쨌든 먼저 가.

남: 음, 서둘러. 우린 위층에서 햇빛도 쬐고 풍경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여: [잠시 후] 와, 여기 정말 멋지다.

남: 그래, 나도 알아. 물이 수정처럼 맑아. 바닥까지 보여.

여: 와, 저 갈매기 떼 좀 봐!

남: 응. 샌드위치에 있는 빵 좀 줘 봐. 새들이 그걸 좋아해!

여: 새들한테 먹이를 줘도 되는 게 확실해?

남: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여:  그래, 어서 해. 배 밖으로 빠지지 않게만 조심해. [신음하며] 나 컨디션이 좋

지 않아. 나 힘이 없고 어지러워.

남: 괜찮아? 너 어디 가려고?

여: 뱃멀미 하는 것 같아.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쉬어야겠어.

남: 오, 안 됐구나. 내가 같이 가줄게.

어휘

flock n. (새, 양의) 떼, 무리     seagull n. 갈매기     overboard ad. 

배 밖으로     sea sickness 뱃멀미     head v. 향하다, 가다

정답  4  

문제풀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고, overboard(배 밖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며 뱃멀미를 

한다고 하므로 정답은 4  ‘페리선’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케이블카

2  버스

3  워터 파크

5  비행기

총 어휘 수  142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상점 장식하기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Brown 씨. 상점의 장식은 잘 되어 가나요?

남: 안녕하세요, Baker 부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여: 안경을 쓰고 있는 올빼미 상점 간판은 거셨나요?

남: 물론이죠, 먼저 걸어뒀어요. 리본으로 장식한 화분도 두 개 놓았어요.

여: 좋아요! 입구에 20퍼센트 할인 간판은요?

남: 네,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하트 모양 풍선도 간판에 붙여 놨답니다.

여: 멋져요! 상점 창문에 OPEN 포스터도 붙였나요?

남:  네.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네 개의 추가 포스터를 붙였어요. 각 포스터는 

OPEN의 한 개 철자를 가지고 있어서 O-P-E-N이란 철자로 풀어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최고에요! 잘 하셨어요!

어휘

decorating n. 장식     entrance n. 입구, 문, 입장     take care of 
~을 처리하다, ~을 돌보다, ~에 신경을 쓰다     attach v. 붙이다     

fantastic a. 환상적인, 멋진     paste v. ~을 (풀로) 붙이다     attract v. 

(주의, 마음을) 끌다

정답  5  

문제풀이 

포스터가 OPEN의 철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한 장에 

모든 철자가 써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24

07  할 일

소재  기념일 준비

듣기 대본 해석

여: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남: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지 사무실에 일이 많은 것뿐이에요.

여: 안 됐군요. 우리 기념일을 위한 저녁 식사는 예약했나요?

남: 오, 이런!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깜빡 잊었어요. 미안해요.

여: 걱정 말아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알아요. 배고파요?

남: 네. 근데 우리 어디로 가죠? 

여:  우린 아무 데도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 할 거예요.

남: 정말이요? 정말 근사하군요.

여: 좋아요. 로스트비프와 감자요리 어때요?

남: 완벽해요. 고마워요, 여보.

어휘

reservation n. 예약     absolutely ad. 정말로, 틀림없이

정답  5  

문제풀이

기념일을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한 특별 요리를 하기로 했으므로 정답은 

5  ‘요리 하기’이다. 

총 어휘 수  89

08  이유

소재  약속 장소에 늦은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오, Steven. 늦어서 미안해.

남: 괜찮아. 나 방금 왔어.

여: 네가 나한테 화났을까 봐 걱정했어.

남: 걱정 마. 그런데 왜 늦은 거야?

여:  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집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지.

남: 귀찮았겠다. 

여:  당연하지. 휴대폰을 챙긴 후에 시간을 아끼려고 택시를 탔지만 내가 이곳에 

도착해서야 내가 지갑을 두고 온 걸 깨달은 거야!

남: 와, 불운의 연속이네.

여: 정확해. 어쨌든 그래서 내가 늦은 거야.

어휘

hassle n. 귀찮은(성가신, 번거로운) 상황ㆍ일     a run of bad luck 
불운의 연속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집을 나섰을 때 휴대폰을 두고 

와서 다시 챙긴 후 택시를 타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한 후에야 

지갑을 놓고 온 걸 알고 다시 집에 갔다 오느라 늦었으므로 정답은 2  ‘집에 

지갑을 놓고 와서’이다.

총 어휘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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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숫자

소재  케이크와 음료수 주문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여: 네. 쇼트케이크 열 개랑 크림 케이크 다섯 개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총 16달러입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망고 스무디 하나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포장이세요?

여: 포장해 주세요.

남:  네. 포장 음료에 대해서는 10퍼센트 할인해 드리고 있어서 음료는 9달러

입니다.

여: 좋네요.

남:  Telamericorp 회원 카드가 있으면 추가로 2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어요. 

회원이세요?

여: 네, 근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어요. 여기 신용카드요.

남: 화면에 서명 한번 해주세요.

어휘

come to (총계가) ~이 되다     takeout n.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 포장     to go (음식을 식당에서 먹지 않고) 가지고 갈     beverage n. 

음료     additional a. 추가적인

정답  3  

문제풀이

케이크는 16달러이고 음료는 9달러이므로 정답은 3  ‘$25’이다. 회원 카드는 

집에 두고 와서 할인받지 못한다.

총 어휘 수  116

10  언급 유무

소재  하프 마라톤 행사

듣기 대본 해석

여: Simon,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 있니?

남:  응, 토요일에 하프 마라톤에 참가할 계획이야. 시의회에서 자선행사로 

준비했어.

여: 그렇구나. 언제 시작하는데?

남: 오전 10시에.

여: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남:  우리 마을에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위해 돈을 모으는 거야. 정말 자금이 

많이 부족하거든.

여: 그렇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니?

남:  음, 마라톤에 참가해주거나 웹사이트에 직접 돈을 기부해도 돼. 너 하프 

마라톤 뛸 수 있어?

여: 응. 내가 거기 어떻게 등록할 수 있어?

남:  시의회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하프 마라톤 배너를 클릭해.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갖고 있어. 한번 확인해 봐.

여: 알았어. 고마워, 행운을 빌어.

어휘

city council 시의회     put on 준비하다, 마련하다     benefit n. 

자선행사     raise money 돈을 모으다     shelter n. 보호소, 주거지     

funding n. 자금, 자금 제공     donate v. 기부하다     flyer n. 전단지

정답  4  

문제풀이

주말에 있을 마라톤 행사에 대한 대화이다. 주관하는 곳, 행사 일시, 수혜 대상, 

참여 방법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우승 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4  ‘우승 상금’이다.

총 어휘 수  134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장애 기금행사의 홍보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Lakeville의 대중 교통과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장애 

기금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는 9월 16일 오후 7시에 개최될 

것입니다. 게임과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참가자들은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흥미로운 음식을 시식해 볼 수 있습니다. 9–12학년 학생들도 기금행사 

참여를 환영하며 기부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추가 학점을 받기 위해 행사에서의 경험을 한 페이지짜리 

리포트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취지를 지지하기 

위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

host v. 주최하다, 열다     annual a. 매년의, 연례의     disability n. 장애 
fundraiser n. 기금행사     in an effort to V ~ 해보려는 노력으로  
fortunate a. 운 좋은     hold v. 열다, 개최하다, 잡고 있다     

contribution n. 기부금     mandatory a. 의무적인     cause n. 대의 

명분, 취지, 원인     credit n. 학점, 신용

정답  5  

문제풀이

기금행사에서의 경험을 리포트로 쓰면 학생들이 추가 학점의 혜택이 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학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  ‘행사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12

12  도표

소재  휴대폰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제가 쓰던 ePhone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남: 네. 여기 저희 제품 목록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특별한 기종은 있나요? 

여:  새로운 ePhone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제 ePhone 4x로부터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남:  알았어요. 그런 경우라면 3가지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여: 제 ePhone 4x보다 화면이 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음악 많이 들으세요? 

여: 네, 그래서 메모리가 큰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남: 알겠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완벽한 모델인 거 같네요. 색깔 맘에 드세요? 

여: 이전 것보다 더 화려하긴 한데 금색이 저한테는 잘 어울려요. 

남: 좋은 선택입니다!

어휘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flashy a. 호화로운, 현란한,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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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4x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고 했으므로 3 , 4 , 5 중에 고르면 

되는데, 화면이 자신의 4x보다 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므로 4 , 5 번이 

남게 된다. 그 중에 메모리가 크고 금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번이 된다. 

총 어휘 수  14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졸업 연설에 관한 조언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Lacey. 너 별로 안 좋아 보여. 괜찮은 거야? 

여: Lincoln 선생님, 저 아주 피곤해요. 며칠 밤을 잘 못 잤거든요. 

남: 그렇구나. 졸업 연설 때문에 긴장되니?

여: 네. 침대에 누우면 제 가슴이 쿵쾅거려요. 

남: 글쎄, 금방 전부 다 끝날 거야. 이제 쓰는 것을 끝냈니? 

여: 며칠 전에 끝냈어요. 

남: 네가 원하면 봐 줄 수 있어. 

여: 물론이죠. 여기 있어요. 

남: [잠시 후] 흠... 내 생각에는 서두 부분이 너무 강력한 거 같은데. 

여: 정말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 2  응. 좀 더 편안한 서두가 좋겠어.

어휘

graduation n. 졸업(식)     forceful a 강력한, 단호한, 강압적인     

<문제> relaxed a. 편안한, 여유 있는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졸업 연설의 서두가 너무 강렬하다고 조언했고, 이에 대해 

여자는 남자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응. 좀 더 편안한 서두가 좋겠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아니. 네가 끝난 후에 내가 말할게. 

3  걱정 마. 너의 연설은 잘 될 거야. 

4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참석할 거야.

5  네가 마치면 내가 그것을 한번 보고 싶구나.

총 어휘 수  103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철학에 대한 관심과 초청 강연

듣기 대본 해석

남: Sophia, 너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여: 플라톤의 국가론이야. 너 아니?

남: 물론 알지. 매우 유명하잖아. 네가 철학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

여:  음, 처음에는 철학에 정말 관심 없었지. 하지만 Smith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철학에 약간 빠지게 됐어.

남: 멋진데. 어떤 점이 좋아?

여:  도덕성의 근본에 관한 토론이 좋았어. 매우 흥미로웠고 정말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 

남: 목요일에 학교에 초청 연사가 온다고 들었는데.

여: 정말? 무엇에 관한 강연인데?

남: 선천적 도덕성에 관한 거야. 연사는 Green 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셔.

여: 1  그거 내가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야.

어휘

be into ~에 관심이 많다     care for ~을 좋아하다     obsessed a. 

사로잡힌, (푹) 빠진     innate a. 타고난, 선천적인     morality n. 도덕, 

도덕성     <문제> downfall n. 몰락     civilization n. 문명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 있어 할 만한 철학적 주제의 초청 강연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1  ‘그거 내가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나는 요즘 철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3  네가 Smith 선생님의 수업에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4  그는 문명의 몰락에 대해서 말할 거야.

5  Smith 선생님께서 나에게 철학에 대해 좀 더 읽으라고 하셨어.

총 어휘 수  115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사진 공모전 팸플릿 검토

듣기 대본 해석

남:  Mike와 Laura는 둘 다 Marian 고등학교에 있는 사진 동아리의 회원

입니다. 학교는 다음 달에 사진 공모전을 열 예정이고 동아리의 각 회원은 

두 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Laura가 공모전의 팸플릿을 담당해 왔고, 

팸플릿에는 동아리 회원 모두의 사진이 실릴 것입니다. 그녀가 팸플릿을 

마친 후, 그녀는 Mike가 오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팸플릿을 주었습니다. 

Mike는 그것을 주의 깊게 검토했고 그의 사진들 중 하나의 제목에 오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Mike는 그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Laura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ike는 Laura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Mike: 3  내 사진들 중 하나가 틀리게 제목이 붙여졌어.

어휘

be required to V ~하라는 요구를 받다     submit v. 제출하다 
in charge of ~을 담당하고 있는     catalog v. (목록에) 싣다     

look something over ~을 살펴보다     examine v. 검토하다     

typo n. 오자     make a mistake 실수하다     <문제> advertisement 
n. 광고     incorrectly ad. 부정확하게 

정답  3  

문제풀이

사진 공모전 팸플릿 담당인 Laura는 Mike에게 검토를 부탁했고, 주의 깊게 

살펴 본 Mike는 자기 사진 중 하나의 제목에서 오자를 발견했다. 이런 상황에서 

Mike가 Laura에게 할 말은 3  ‘내 사진들 중 하나가 틀리게 제목이 붙여

졌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이 사진에 무슨 제목을 붙여야 할까? 

2  나는 이 사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까먹었어.

4  우리 팸플릿 안에 광고를 좀 넣어야 해.

5  멋져 보이네. 인쇄소에 가져가자.

총 어휘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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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알레르기 유발 요인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Carl Chase이고 저는 Jones 

의료 센터의 알레르기 전문 의사입니다. 요즘 그 시기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꽃가루는 나무, 식물, 그리고 풀로부터 오는데 입, 귀, 코, 그리고 

눈으로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 알레르기의 

원인에 먼지와 꽃가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레 물림이나 

쏘임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어떤 벌레들은 사람을 물 때 독소들을 몸 

안으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알레르기는 나중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성인들이 생선과 새우 같은 해산물, 땅콩, 심지어 계란에까지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알레르기들은 어린이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지만 보통 나중에 성장하면서 없어집니다.

어휘

allergist n. 알레르기 전문 의사     pollen n. 꽃가루     trigger v. 

유발하다, 일으키다 n. 방아쇠     allergic to ~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sting v. 쏘다  n. 침     toxin n. 독소     susceptible a. 민감한, 예민한, 

노출된     get over 극복(회복)하다     <문제> factor n. 요인     

symptom n. 증상     treat v. 치료하다, 다루다     prevalent a. 널리 

퍼져있는, 유행하는  

정답  16 1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인들로 꽃가루, 먼지, 벌레 물림 및 쏘임, 

음식들을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들’이다. 

17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음식들로 언급된 것은 ‘생선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 땅콩, 계란’이며 ‘우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우유’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법 

3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

4  알레르기의 여러 가지 증상들

5  더 유행하는 알레르기

총 어휘 수  137

DICTATION ANSWERS

01 another hour and a half / before it starts

02   You must have enjoyed / Have you been there before

03   list of eligible fans / write down their name and a short 
note / we will deliver it for you 

04   went hiking / get away from / can get quite chilly / in 
case of injury / plenty of water 

05   Th e water is crystal clear / not to fall overboard / it’s 
sea sickness

06   doing my best / also attached / To attract customer’s 
attention / each poster has one letter of the word  

07   a really long day at the offi  ce / Did you make dinner 
reservations / I’ll cook something special for us

08  I was afraid you’d be angry at me / Th at’s a hassle / had 
a run of bad luck

09  for takeout / I’d like it to go / receive an additional 
twenty percent off  / I left  my card at home

10  run a half marathon / as a benefi t / Th ey’re really low 
on funding

11   annual disability fundraiser / for those less fortunate / 
contribution is not mandatory / for extra credit

12   have any particular model in mind / I’d like to upgrade / 
I should get the one with more memory / the gold one 
looks good to me

13   about the graduation speech / my mind is always 
racing / your opening is a bit too forceful

14   you were into philosophy / I have been a bit obsessed / 
it’s really making me think diff erently / Innate morality

15   is required to submit two photos / has been put in 
charge of / he can look it over for errors / there is a 
typo in the title

16-17  suff ering from allergies / aren’t the only causes of 
allergies / certain foods can trigger allergies / get 
over them later in life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놀린 친구에게 사과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여: 물론. 뭐가 필요하니?

남: 제가 Katie 옷을 가지고 놀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 3  Katie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

어휘

awful a. 끔찍한, 지독한     make fun of ~을 놀리다, 비웃다

정답  3  

문제풀이

친구의 옷을 가지고 놀린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은 아들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므로 엄마의 대답은 3  ‘Katie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도와줘서 고마워.

2  걱정하지마. 난 신경 쓰지 않으니까. 

4  네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그녀에게 말할까 생각 중이야. 

5  너 숙제 했었어야지.

총 어휘 수  34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가 빌린 DVD 대신 돌려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Sam, 어디가?

남: 나 Joshua 만나러 가. 역사 시험 같이 공부할 거야.

여: 그렇구나. 아, 이 DVD 그에게 돌려줄 수 있어?

남: 5  그럼. 내가 그에게 돌려줄게.

어휘

be off 떠나다, 가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Joshua로부터 빌린 DVD를 대신 돌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그럼. 내가 그에게 

돌려줄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래! 역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야.

2  아니. 도서관에 직접 가봐. 

3  괜찮아. 같이 보면 되지.

4  영화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을 거야.

총 어휘 수  39

03  담화 주제

소재  안전장비의 중요성

듣기 대본 해석

여:  롤러 블레이드 타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고, 우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것을 탈 수 있고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롤러 블레이드가 타기 

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목, 무릎, 특히 머리를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이든 초보자이든 간에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서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호장비는 

여러분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휘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inexpensive a. 비싸지 않은 
follow v. 따르다, 따라가다     protective equipment 보호장비 
wrist n. 손목, 팔목     at all times 항상, 언제나     whether conj. 

~인지 아닌지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예방하다, 막다 
serious a. 심각한     injury n. 부상, 상해     keep in mind 명심하다, 

잊지 않고 있다     it i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 

정답  5  

문제풀이

롤러 블레이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한 가지 규칙만은 따라야 하는데 

바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  ‘롤러 

블레이드 탈 때 보호장비의 중요성’이 적절하다.

총 어휘 수  89

04  의견

소재  농산물 고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농산물 코너로 가자.

남: 물론이죠! 좋아요, 엄마. 이 당근들 크고 신선해 보여요. 좀 살까요?

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당근들은 안돼.

남: 왜 이것들을 사면 안 돼요?

여: 그 당근들은 유기 재배로 자라지 않아서 큰 거야.

남: 그래서요? 그게 왜 문제예요?

여:  음, 농부들이 당근을 자연적으로 기르기보다는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란다.

남: 그런 화학물질을 먹으면 나쁜가요?

여:  실제로 그런 화학물질은 인간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나는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자란 농작물을 먹었으면 하는구나.

남: 네, 알겠어요.

여: 단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가 먹어도 되는 게 아님을 항상 기억하렴.

어휘

produce section 농산물 코너     organically ad. 유기 재배로, 

유기적으로     chemical n. 화학물질     consider v. 여기다, 간주하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크고 싱싱한 당근은 화학물질을 사용했을 수 있다면서 단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고 했다. 여자는 화학물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기농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없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은 5  ‘겉보기만 보고 농작물을 고르면 안 된다.’가 적절하다.

총 어휘 수  117

1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47

01 3  02 5  03 5  04 5  05 3  06 3    
07 1  08 3  09 4  10 4  11 3  12 4    
13 2  14 5  15 5  16 5  17 2

본문 p.62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1010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가구 제작

듣기 대본 해석

여: Jason, 와줘서 고마워요. 앉아요.

남: 네. 사무실이 정말 깨끗하네요. 저기 있는 책장이 마음에 드는데요.

여: 고마워요. 브라질에서 수입한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남: 저는 당신이 책장도 만드는 줄 몰랐어요.

여: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디자인한 것도 책장이에요.

남:  대단하네요. 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보내주신 소파 스케치를 

한번 봤어요. 두 번째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여:  아, 어울리는 오토만이 딸린 크림 색 러브시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품절

됐는데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남:  글쎄요, 한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다음 달 초에 이사 가거든요. 그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끝낼게요.

어휘

bookshelf n. 책장     import v. 수입하다     speaking of ~에 대해 

말하자면, ~ 얘기가 나온 김에     ottoman n. 오토만(위에 부드러운 천을 

댄 기다란 상자 같은 가구. 상자 안에는 물건을 저장하고 윗부분은 의자로 씀)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책장을 디자인했고 소파도 만들어준다고 했으며, 남자는 이사 가서 

소파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3  ‘가구 제작 업자 — 

고객’이다.

총 어휘 수  126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거실 꾸미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너 거실 정말 잘 꾸며놨다, Todd.

남: 나도 맘에 들어. 너도 알다시피, 원래 있던 아파트보다 훨씬 큰 거야.

여: 드디어 피아노 놓을 자리가 생겼네.

남: 맞아. 구석에다 놓으려고.

여: 야, 저 기타 네가 고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거랑 같은 거야?

남: 응. 그 오래된 걸 기억하는 게 신기하다.

여: 저 벽에 있는 건 뭐야?

남: 우리 부모님 옛날 사진이야. 노래 부르고 계셔.

여: 나 옛날 사진 아주 좋아해. 스테레오 뒤에 놓으니까 보기 좋다.

남: 저 스피커 두 개 기억나? 저것들도 고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거야.

여: 기억 안 나는데 이 오래되고 해진 소파는 기억나.

남: 응, 절대 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어휘

torn up 갈기갈기 찢긴, 해진     get rid of ~을 없애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벽에 걸린 사진은 부모님이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한 명만 노래를 부르고 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22

07  부탁한 일

소재  이사 도와주기

듣기 대본 해석

남: 내일 바쁘니, Melanie?

여: 아니. 무슨 일 있니?

남: 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새 집을 구입해서 내일 중으로 이사를 가야 해.

여: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니?

남: 그래 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보답해 줄게.

여: 보답해 줄 필요는 없는데, 내가 무거운 물건은 들 수 없잖아.

남: 괜찮아. 가벼운 물건만 들어 주면 돼.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여: 알았어. 아침에 내가 너의 집에 가야 하니?

남: 응, 그랬으면 좋겠어. 고마워.

어휘

light a. 가벼운     stuff n. 것(들), 물건     appreciate v. 감사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남자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남자에게 상자를 몇 개 주기

3  그에게 집값 지불하기

4  아침 식사하러 남자에게 가기

5  무거운 물건 들어주기

총 어휘 수  91

08  이유

소재  휴가 계획

듣기 대본 해석

여: 밖에 있기에는 너무 춥네요.

남: 맞아요. 지금 영하 10도네요.

여: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 너무 싫어요. 저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요.

남: 이해해요. 휴가를 생각해봐요.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 알아요. 그런데 빨리 오질 않네요.

남: 휴가 때 특별한 계획 있어요?

여: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플로리다로 내려가요.

남:  그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는군요? 부럽네요. 추운 데를 피해서 쉬고 싶네요.

여: 당신은 어때요? 무슨 계획 있어요?

남: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다음 주에 수술이 있으셔서 그녀가 

나을 때까지 보살피려고요.

여: 당신 참 착하네요.

어휘

break n. 휴가, 휴식     envious a. 부러워하는     surgery n. 수술     

recover v. 회복되다, 낫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휴가 때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다음 

주에 수술이 있으셔서 그녀가 나을 때까지 보살피려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  ‘어머니의 수술이 있어서’이다.

총 어휘 수  125

48  



09  숫자

소재  종류가 다른 입장권 구매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표 두 장이요.

여: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표가 있어요. 관광지 표는 관광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놀이기구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이기구 타기를 위한 

놀이기구 이용권도 있어요.

남: 얼마예요?

여:  음, 놀이기구 이용권은 한 장당 20달러이고 관광지 표는 한 장당 10달러

입니다.

남: 놀이기구 이용권 두 장과 관광지 표 두 장으로 할게요.

여: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회원인가요?

남: 네. 어젯밤에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여기 인증번호요.

여: 네. 회원으로 전체 가격의 10퍼센트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좋네요.

어휘

include v. 포함하다     attraction n. 명소, 관광지, 매력     ride n. 

놀이기구, 탈 것     sign up 신청하다, 등록하다, 가입하다     

confirmation n. 확인, 인증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20달러짜리 놀이기구 이용권 2장과 10달러짜리 관광지 표 2장을 

구매하기로 했으므로 표값은 60달러이다. 그런데 회원이라서 총 구매액의 

10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지불할 금액은 4  ‘$54’이다.

총 어휘 수  101

10  언급 유무

소재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그룹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Collins 선생님. 올해 과학 전람회를 관리하시죠, 그렇죠?

남: 그래.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

여: 네. 그 전람회에 제 과학 프로젝트를 출품하고 싶어서요.

남: 좋아.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준비했니?

여:  제 친구들과 저는 물리 법칙들을 시연하기 위해 모형 롤러코스터를 

만들었어요.

남: 그렇구나. 너의 그룹은 몇 명이니?

여: 1학년 2명, 2학년 2명, 총 4명이에요.

남: 좋아. 그룹의 리더는 누구니?

여: Stacy예요. 그녀는 2학년이에요.

남: 나는 Stacy를 알지. 이미 지원서를 작성했니?

여: 아니요. 언제까지인가요?

남: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작성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전람회에 넣어주마.

여: 좋아요. 고맙습니다, Collins 선생님.

어휘

run v. 운영하다, 관리하다     science fair 과학 전람회 
put together 준비하다     demonstrate v. 보여주다, 시연하다 
physical law 물리 법칙     freshman n. 1학년     sophomore n. 

2학년     fill out ~을 작성하다, 기입하다     due a.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있는, ~할 예정인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은 그룹이 시연할 주제, 인원, 리더, 신청서 작성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그룹의 이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그룹의 이름’이다.

총 어휘 수  128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B-Boy 오디션 참가 안내

듣기 대본 해석

[테마음악]

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B-Boy Superstar 우승자 Jessy입니다. 우리 

Blaze팀은 이번 시즌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3월 

7일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팀의 자리를 두고 경쟁할 재능 있는 최고의 

젊은 댄서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국 4개의 

도시에서 오디션을 열 것입니다. 최고의 댄서들과 춤 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와서 재능을 보여주세요. 연예인과 프로댄서들이 심사위원을 

맡을 것이고 직접 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B-Boy Supersta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서를 제출하세요.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어휘

talented a. 재능이 있는     compete v. 경쟁하다     spot n. (경기 

등에서의) 자리, 위치     contestant n. (대회나 시합 등의) 참가자     hold 
v. 열다, 개최하다, 잡고 있다     tryout n. 테스트, 오디션     show off 
~을 자랑하다     celebrity n. 연예인, 유명인사     panel n. 패널     

in person 직접, 몸소     submit v. 제출하다     application n. 지원서, 

신청서

정답  3  

문제풀이

참가자를 찾기 위해 전국 4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오디션은 국내 5개의 대도시에서 열린다.’이다.

총 어휘 수  120

12  도표

소재  가습기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아직 인터넷 중인가요, 여보?

남: 네, 새로운 가습기를 보고 있었어요. 겨울 전에 하나 사려고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겨울은 너무 건조해요.

남: 네, 알아요. 지금 막 할인 중인 거대 목록을 찾았어요.

여: 저도 한번 볼게요.

남: 어떤 종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 향기 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 어떻게 향기가 나게 하는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여: 아마도 다른 향기가 나는 오일들을 넣어서 할 거에요.

남: 음, 그것들은 공기를 정말로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비싸지 않나요?

여: 비싼 것 같은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리모컨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반형이 좋아요?

여: 리모컨이 있는 것으로 사요.

남: 타이머는 어때요?

여: 타이머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이것으로 사요. 내가 오늘 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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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humidifier n. 가습기     scented a. 향기가 나는     add v. 추가하다 
freshen v. 상쾌하게 하다     expensive a. 비싼     worth a. 

~의 가치가 있는, ~할 가치가 있는     remote control 리모컨     

standard type 일반형, 표준형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은 향기가 나고, 리모컨이 있고 타이머는 없는 가습기를 사기로 결정

했으므로 두 사람이 구입할 가습기는 4 번이다.

총 어휘 수  143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정기 점검 중인 승강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Williams 씨.

남: 네, Johnson 부인. 왜 주말에 사무실에 오셨어요?

여: 다음 주에 할 일이 많아서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요.

남: 그렇군요.

여: 그런데 승강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제가 알기론 없는데요. 왜 물으신 거죠?

여: 오늘 승강기를 타려고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남: 아, 제가 깜빡 했군요. 승강기 정기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 오, 알았어요.

남: 그들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정기 점검을 해요.

여: 아, 저는 몰랐어요. 언제 정기 점검이 끝나죠? 저 곧 가야 하는데요.

남: 아마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여: 2  그러면 계단을 이용해야겠네요.

어휘

inspect v. 점검ㆍ검사하다     regular a. 정기적인, 규칙적인     

be aware of ~을 알다     <문제> be in need of ~가 필요하다   

stair n. 계단     on weekends 주말에, 주말마다

정답  2  

문제풀이

승강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 여자에게 남자는 승강기 점검 중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얼마나 걸릴지 묻자 1시간 걸린다고 말한다. 그 다음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그러면 계단을 이용해야겠네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 엘리베이터는 수리가 필요해요.

3  이 건물은 주말에 조용해요.

4  알았어요, 제가 옆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  이번 주에 당신이 많이 바쁜 것 같네요.

총 어휘 수  117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보이스카우트 캠프에서 체험 변경

듣기 대본 해석

[휴대폰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안녕하세요 Paul. 저 Mary예요. Billy를 보이스카우트 캠프 여행에 초대해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남:  우리도 그와 함께 해서 기뻐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구성원들이 필요해요.

여: 여행 준비하느라 바쁘겠어요. 

남: 맞아요. 방금 말 타기 체험 예약하는 거 끝냈어요. 

여: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전화한 거예요. Billy가 최근에 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빠져야 할 것 같아요. 

남: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해줘서 고마워요. Billy는 꼭 다른 활동을 하도록 

계획할게요. 

여: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그것에 관해 진작 말해줬어야 했어요. 

남: 5  문제없어요. 그가 해 볼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어휘

horseback riding 승마     expedition n. 탐험     traumatic a. 

대단히 충격적인     sit something out (춤, 게임, 활동 등)에서 빠지다

(참여하지 않다)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Billy가 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 말 타기 체험에는 참여하지 

못 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었어야 했다며 남자가 번거로워진 것에 대해 미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문제없어요. 그가 

해 볼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맞아요. 가이드와 함께 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2  걱정 마세요. 그가 말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3  제가 이미 예약했기 때문에 그는 가야 돼요. 

4  반드시 여행 전에 의사에게 가보도록 해요. 

총 어휘 수  116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아버지께 자동차 빌리기

듣기 대본 해석

여:   Mike가 다니는 대학교는 매우 효율적인 통학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은 매일 통학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합니다. 지난주에, 이 

대학교는 몇 대의 버스를 수리할 것이고 몇 개의 경로가 한 달 동안 운행이 

중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Mike는 운행 중지된 곳 중에 한 곳에 

삽니다. 이제, Mike는 그의 아버지에게 다음 달 동안 가족의 자동차를 

빌릴 수 있을지 여쭈어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Mike가 그의 아버지에게 

할 말은 무엇일까요? 

Mike:  5  제가 다음 달 동안 차를 좀 빌려도 될까요?

어휘

efficient a. 효율적인     suspend v. 중지하다     unfortunately ad. 

불행히도     borrow v. 빌리다

정답  5  

문제풀이

통학 버스가 한 달 동안 운행이 중지되어서 아버지에게 차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Mike가 아버지께 할 말은 5  ‘제가 다음 달 동안 차를 좀 빌려도 

될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괜찮아요. 그냥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2  차를 사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  제가 탈 수 있는 다른 버스 경로가 있는지 아세요?

4  학교 가려면 버스 몇 번을 타야 하는지 아세요?

총 어휘 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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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감기 예방 방법

듣기 대본 해석

여:  감기와 독감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준비되셨나요? 감기와 독감의 증상은 

코 막힘, 근육통, 콧물, 인후염, 열을 포함합니다. 만약 아픈 것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를 찾아가서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을 

깨끗이 하세요. 가능한 한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누군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잘 먹고 운동을 하세요. 이는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줍니다. 이런 단순한 규칙을 따르면 당신은 올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어휘

symptom n. 증상, 징후     include v. 포함하다     congestion n. 

(충혈 또는 점액에 의한) 막힘     muscle ache 근육통     prevent ~ing 
~을 예방하다     tip n. 정보, 조언     vaccination n. 예방 백신     

spread n. 확산, 전파     germ n. 세균     notice v. 알아채다 
sneeze v. 재채기하다     cough v. 기침하다     steer clear 피하다, 

가까이 하지 않다     immune system 면역 체계     reduce v. 줄이다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문제> healthy diet 건강식, 균형식 

demonstrate v. 보여주다, 설명하다     benefit n. 이익, 혜택     

provide v. 제공하다     prevention n. 예방, 방지 

정답  16 5    17 2

문제풀이

16  여자는 감기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  ‘감기 예방에 관한 정보를 주려고’이다. 

17  여자는 감기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백신 맞기, 손 깨끗이 씻기, 감기 걸린 

사람과 떨어져 있기, 잘 먹고 운동하기를 언급했지만 물을 많이 마시라고

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물 많이 마시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건강한 식이요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2  보통 감기의 치유법들을 제안하려고 

3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보여주려고 

4  예방백신의 이점들을 설명하려고

총 어휘 수  125

DICTATION ANSWERS

01  about making fun of

02   I’m off  to meet / would you mind returning

03   a great way to stay healthy / Wear protective equipment / 
from getting a serious injury / is better to be safe

04   organically grown / the farmers use diff erent chemicals / 
the chemicals are considered safe / I’d like us to try to 
eat naturally-grown produce

05   It’s made from wood / Speaking of designs / It’s sold 
out /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06   It gets its own corner / I’m surprised you remember 
that old thing / torn up couch

07   start moving in tomorrow / You don’t have to pay me / 
I’d really appreciate it

08  It just makes me so uncomfortable / Th ey can’t come 
soon enough / you’re off  to warmer weather / getting 
surgery 

09  our ride passes run at / a member of our program / I 
signed up online

10  You’re running the science fair / to demonstrate physical 
laws / fi ll out the application / When is it due / if you 
fi ll it out

11   for a spot on our team / we are holding tryouts / show 
off  your talent / submit your application today

12   By adding diff erent scented oils / it’s worth it / Let’s get 
one with a remote control

13   I wanted to get an early start / it’s being inspected right 
now / a regular inspection

14   busy preparing for the trip / had a traumatic experience 
with horses / I’m sorry to be a bother

15   really effi  cient transportation system / they will be doing 
repairs / will be suspended for one month / one of the 
suspended routes

16-17  prevent getting sick / keep your hands clean / stay 
away from people who may have a cold / keep your 
immune system strong / reduce your chances of 
catching a cold

1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1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연극 오디션

듣기 대본 해석

남: Rachel, 걱정이 많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여: 학교 연극에 오늘 오디션 보러 가.

남: 정말? 연극 이름이 뭔데?

여: 1  Our American Cousin이라는 연극이야.

어휘

troubled a.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정답  1  

문제풀이

연극의 이름을 물었으므로 적절한 대답은 1  ‘Our American Cousin이라는 

연극이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연극 수업 듣고 있어.

3  오디션은 네 시에 시작해.

4  나는 그 연극 오디션 보고 싶어.

5  우리 같이 연극을 보자.

총 어휘 수  29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듣기 대본 해석

여: 무슨 일 있니, Joey? 화나 보여.

남: 음, 한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어.

여: 그 문제의 책임자가 누군데?

남: 5  나의 친구인 Andy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휘

compensation for a loss 손해배상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는     <문제> hardworking a. 근면한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할 의무가 있다 

정답  5  

문제풀이

손해배상에 관한 두 남녀의 대화이다. 무슨 일 있냐는 여자의 질문에 남자는 

한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대답했고 이에 여자가 그 사고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으므로 정답은 5  ‘나의 친구인 Andy야.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Andy는 근면한 사람이야.

2  나는 정말 이 일을 관두고 싶지 않아.

3  나는 그 고객의 이름을 알고 싶어.

4  사장님에게 연락하는 게 좋겠어.

총 어휘 수  34

03  요지

소재  자녀에게 집안일 시키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당신에게 공감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자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들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집안 허드렛일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허드렛일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허드렛일을 하는 데에 얼마나 

힘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은 사려 깊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휘

empathy n. 공감, 감정이입     empathetic a. 공감할 수 있는     

grow up 성장하다     chore n. 허드렛일     become aware of ~을 

인식하게[알게] 되다     put ~ in other people’s shoes ~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게 하다     thoughtful a. 사려 깊은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자녀에게 집안의 허드렛일을 시키면 자녀가 어려운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해 알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자녀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자녀의 타인 이해 능력이 

길러진다.’이다.

총 어휘 수  107

04  의견

소재  여행을 위해 미리 짐 싸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우리 여행 기대되지?

남: 응, 기대돼.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챙겼어. 당신은 짐 다 챙겼어?

여: 음, 다 정리해서 가방에 넣을 준비는 돼 있어.

남: 알겠어.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럼.

여:  저녁 내내 준비하느라 지금 피곤해. 내일 하면 안될까? 우리 비행기 시간 

그렇게 이르지는 않잖아.

남:  우리 일본 여행가기 전에 있었던 일 기억나지? 가방에 짐을 다 못 넣어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 놓칠 뻔 했잖아.

여: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당신 나한테 정말 짜증냈었잖아.

남:  응, 그래서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짐을 모두 싸 놓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 알겠어. 시작할게.

남: 좋아.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해.

어휘

exhausted a. 피곤한, 기진맥진한     annoyed a. 짜증이 난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비행기 시간이 늦으니 나머지 짐을 내일 싸자고 하는데, 남자는 저번 

여행 때 늦을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밤에 모든 짐을 싸놓고 자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여행 출발 전날 밤에 짐을 미리 싸 

두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36

52  

01 1  02 5  03 5  04 4  05 4  06 3    
07 1  08 1  09 2  10 2  11 3  12 4    
13 3  14 5  15 1  16 1  17 3

본문 p.681111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이웃집의 개들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도와주세요. 개들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 음, 개들이 제 마당에 들어와서 정원을 물어뜯어 놓고 가요.

남: 그 개들은 주인이 없는 개들인가요?

여: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웃집의 개들인 것 같아요.

남: 개들 주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봤나요?

여: 사실 저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웃들 대부분을 몰라요.

남:  알겠습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 비상 사태를 다룹니다.

여: 아. 그럼, 뭐라도 제안이 있으신가요?

남: 그 상황을 이웃들에게 설명하거나 동물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여: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tear up 갈기갈기 찢다     stray n. 길을 잃은(주인이 없는) 동물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emergency n. 비상 사태     

<문제> dog shelter 유기견 보호소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이웃집 개가 정원을 물어뜯어 놓았다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남자는 자신들은 긴급한 일을 다루며 여자의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4  ‘경찰 — 시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 보기 해석

1  유기견 보호소 직원 — 소방관

2  애완동물 가게 주인 — 고객 

3  들개 포획인 — 애완동물 소유자

5  의사 — 간호사

총 어휘 수  131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졸업식 사진

듣기 대본 해석

여: 저 사진은 뭐야, Jason?

남: 저거? Ryan과 내가 의대를 졸업할 때 사진이야.

여:  아, 맞네. 문 위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알겠다. 그런데 왜 너는 한 쪽 무릎으로 

대고 있는 거야?

남: 내가 뭔가를 떨어뜨렸고 그래서 그것을 줍기 위해 구부리고 있었어. 

여:  아, 그래. 네가 카메라 떨어뜨렸구나. 그래서 그게 땅에 있구나. 너 모자도 

잃어버린 것 같아.

남: 내가 가끔 좀 서투르잖아.

여: 네 앞에 있는 남자가 Ryan이구나, 저 여자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남: 응, 이게 그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그의 여자친구인 Sarah야.

여: 그녀는 화가 많이 나 보여. 그녀는 울고 있는 거니?

남:  응, 안타깝게도. 내가 어쩌다 Ryan의 비 을 말해버려서 그녀는 화가 

나서 뛰쳐나갔어.

여: 그 상황을 기억하기에 아주 좋은 사진은 아니구나, 그렇지?

남: 아니야. 사실 좀 당황스러워.

어휘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medical school 의과대학 
banner n. 현수막, 플래카드     bend over 몸을 ~위로 굽히다 
clumsy a. 서투른     chase after ~을 쫓다     storm off 화가 나서 

뛰쳐나가다

정답  3  

문제풀이 

대화에서 뭔가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카메라라고 말했는데 그림에서는 꽃다발

이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29

07  할 일

소재  스파게티 소스

듣기 대본 해석

남: 야, 나 방금 내 특제 스파게티를 완성했어. 한 입 먹어볼래?

여: 물론. 오, 이런. 정말 맛있다.

남: 칭찬해줘서 고마워.

여:  정말로, 소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 한 번도 이런 걸 먹어 본 적이 

없어. 직접 만든 거야?

남:  우리 가족의 오래된 조리법이야.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주셨어.

여: 도움을 좀 받은 거로구만!

남:  아니라고는 못 하지만 고마워. 아, 그렇게 좋으면 집에 가져갈 것 좀 줄 

수 있어.

여: 좋아.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남: 그래. 몇 분만 기다리면 다 될 거야.

어휘

compliment n. 칭찬     incredible a. 믿을 수 없는     recipe n. 

조리법     deny v. 부인하다, 부정하다     appreciate v. 고마워하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가 만든 소스를 먹어보고 감탄하자 남자가 집에 가져갈 것을 준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은 1  ‘소스 챙겨 주기’이다.

총 어휘 수  107

08  이유

소재  수업에 못 가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휴대폰이 울린다.]

남: 안녕, Britney. 무슨 일 있어?

여: 안녕하세요, Lee 선생님. 죄송한데 저 오늘 수업에 못 갈 것 같아요.

남: 정말? Isaac이랑 싸운 건 들었어.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여: Isaac이랑 얘기하고 걔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이제 저희 괜찮아요.

남: 그럼 문제가 뭐야? 오늘 저녁에 근사한 강의를 준비했는데.

여:  정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피부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전염될 수 있대요.

남: 그렇구나. 그래, 다음 주 수업까지 나았으면 좋겠다. 보고 싶을 거야.

여: 감사합니다, Lee 선생님. 곧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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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make it 오다(가다), 해내다, 성공하다     apologize v. 사과하다     

amazing a. 놀라운, 근사한     infection n. 감염     contagious a. 

전염성의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수업에 가고 싶지만 피부병에 걸렸는데 전염성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  ‘피부병에 걸려서’이다.

총 어휘 수  107

09  숫자

소재  안락의자 대여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여: 안락의자 3개를 대여하고 싶어요.

남: 각각 10달러입니다.

여: 우와, 정말요? 혹시 할인해주실 수 없나요?

남:  이 호텔에 투숙하시나요? 그러시다면 대여 가격의 30퍼센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오, 좋네요. 여기서 묵고 있어요.

남: 방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 237호입니다.

남: 지금 지불하시겠어요, 아니면 객실에 부과할까요?

여: 지금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오, 이 수건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남:  예. 그것들은 투숙객들에게는 무료에요. 하지만 반납하지 않으시면 2달러를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여: 알겠습니다. 4장 주세요.

남: 여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 당신도요.

어휘

lounge chair 안락의자     rental price 임대(대여) 가격    in cash 
현금으로     charge v. 부담시키다, 청구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안락의자 세 개에 30달러이지만 3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21달러이다. 

2달러는 수건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2  ‘$21’이다.

총 어휘 수  109

10  언급 유무

소재  수면 장애 해결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여기 정말 덥네요. 창문 열어서 좀 시원하게 해야겠는데요.

여: 그래요. 당신 괜찮아요? 지쳐 보여요.

남: 제가 요즘 잠을 많이 못 자요.

여: 정말이요? 당신 커피를 끊으려고 시도해 봤어요?

남: 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여: 음, 잠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남: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요. 

여: 음, 그건 좋아요. 또 낮 동안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남:  네, 그건 들었어요. 하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정말로 

피곤해요. 가끔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  만약 심각하다면 당신은 의사를 만나야 해요. 충분한 잠을 자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남: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조언 고마워요.

어휘

worn down 지친, 닳은     work out 운동하다     regularly ad. 

규칙적으로     take a nap 낮잠을 자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남자에게 커피 마시지 않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낮잠 자지 않기, 병원 가보기를 언급했지만 실내 조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실내 조명 어둡게 해놓기’이다.

총 어휘 수  122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상담 프로그램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교직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Stand By Me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 모든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련한 모든 정보와 몇 가지 추가적인 연락처와 링크는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어휘

faculty n. 교직원, 교수단     staff n. 직원     ensure v. 보장하다 
properly ad. 제대로, 올바르게, 적절히     additional a. 추가적인 
contact number 연락처

정답  3  

문제풀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 3  ‘일부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이 행해질 것이다.’이다.

총 어휘 수  105

12  도표

소재  스크린룸 예약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Lakeville 지역 문화 센터입니다. 저는 Betty입니다.

남: 아, Betty, 저는 인사부의 Brian입니다.

여: 잘 지내시죠, Brian?

남:  잘 지내요, 고마워요. 여름 연수 세미나를 위해 다음 주에 스크린룸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여: 네, 신입 사원들을 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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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실은, 신입 사원과 기존 사원들 모두 참석할 겁니다.

여: 좋아요, 잠시 볼게요. [잠시 후]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죠?

남: 오전이 좋을 것 같아요.

여: 네, 다음 주에 4일이 가능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또는 토요일이요.

남:  아 잠시만요, 주중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생각났네요. 그리고 다음 주 초 

이틀은 바쁠 거예요.

여:  알겠어요. 오, 거의 잊을 뻔했어요. 우린 주말 동안에 행사를 개최하니까 

한 가지 선택만 있는 걸로 보이네요.

남: 좋아요, 그럼 그걸로 부탁드릴게요.

어휘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사부, 인력개발부     book v. 

예약하다     employee n. 직원, 종업원     current a. 현재의 
available a. 이용할 수 있는     hold an event 행사를 열다(개최하다) 
option n. 선택, 선택권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오전 시간에 있을 연수 세미나를 위한 스크린룸을 예약하려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바쁘고 주말에는 다른 행사가 개최되므로 남자가 예약할 시간은 

목요일 오전인 4 번이다.

총 어휘 수  14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학부모와 교사의 대화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저는 Maria Brown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Brown 씨. 저는 Joey가 다니는 학교의 Wise 선생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Wise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남: 잘 지냅니다, 감사해요.

여: 그런데 Joey가 또 문제를 일으키나요?

남: 아니요. 단지 요즘 뭔가가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여: 그게 무슨 말이죠?

남: 수업시간에 덜 활동적이고 성적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  알겠습니다. Joey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는 최근에 아주 

우울해하고 있어요.

남: 그 말을 들으니 안타깝네요. Joey와 얘기해 보셨나요? 

여: 3  해 봤는데, 말하기 싫어하네요. 

어휘

bother v. 신경 쓰다, 괴롭히다     grade n. 성적, 학점, 등급     

go through ~을 겪다     depressed a. 우울한, 침체된     lately ad. 

최근에

정답  3  

문제풀이

최근 학교에서 덜 활동적이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Joey에 대해 나누고 있는 

대화이다. 남자가 Joey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지 

물었을 때 적절한 여자의 대답은 3  ‘해 봤는데, 말하기 싫어하네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죄송해요.

2  그는 제 수업시간에는 잘 하는 것 같아요. 

4  그는 학교에 친구가 많지 않아요.

5  시간 내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어휘 수  100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여행을 위한 짐 싸기

듣기 대본 해석

남: Jennifer! 짐 싸기는 끝났어요?

여: 네, 거의요. 몇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남: 이 물건들 다 뭐죠?

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분의 간식을 싼 거에요.

남: 어떤 상황이요?

여: 그곳의 음식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남:  걱정 마요, Jennifer. 프랑스잖아요. 우리 항상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이 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여: 하지만 저한텐 이것 모두 필요해요.

남:  이것들은 비행기에 탑승이 허락되지 않을 거에요. 우리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만 챙기도록 해요. 우리는 여행자이지 짐꾼이 아니에요.

여: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내가 배고파지면 당신 탓이에요.

남: 5  프랑스 요리 중에 고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어휘

pack v. 싸다, 꾸리다     take care of ~에 신경을 쓰다, ~을 돌보다 
stuff n. 물건, 것, 것들     just in case 만약을 대비해서     essential 
a. 필수적인     allow v. 허락하다     porter n. 짐꾼     

<문제> instead of ~ 대신에     go bad 상하다, 썩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여행을 위해 준비한 음식물들을 남자의 만류로 못 가지고 가게 된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자신이 못 먹으면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적절하므로 남자의 응답은 5  ‘프랑스 

요리 중에 고를 수 있는 것이 많아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리가 먹은 음식이 상했음에 틀림없어요.

2  내가 당신 대신에 설거지를 할게요.

3  우리는 여행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4  그 프랑스 식당에 다시 가고 싶어요.

총 어휘 수  121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영화 티켓 구매

듣기 대본 해석

남:  Olivia와 그녀의 친구들은 새로운 좀비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영화

의 연령 제한이 19세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녀의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

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신분증을 실수로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

녀는 친구들이 정말로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신분증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그렇다고 대답 

합니다. 영화를 볼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된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신분증을 

찾아 극장으로 가져다 주시도록 부탁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Olivia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Olivia: 1  제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어요. 엄마가 저한테 가져다 주실래요?

어휘

minimum a. 최저의, 최소한의     ID 신분증(identity 혹은 identification의 

약어)     unfortunately ad. 불행히도     by mistake 실수로     

suggest v. 제안하다     bring v. 가져오다

정답  1  

11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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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Olivia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나와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1  ‘제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어요. 엄마가 저한테 가져다 주실래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제가 신분증을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어요. 어쨌든 영화표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3  제 친구들과 저는 신분증을 가지러 집에 갈 겁니다.

4   제가 신분증이 지금 없는데요, 어른 티켓 한 장 주세요. 

5  오늘밤 어떤 영화를 상영합니까? 제가 제 신분증 없이 그것을 볼 수 있나요?

총 어휘 수  120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적십자/적신월사 단체 모금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Wendy이고요,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9천 7백만 명의 자원봉사자, 회원,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인간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대우를 감독하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어떠한 차별 없이 운영되고, 서로 법적으로 독립된 

여러 다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목표, 상징, 법규 

그리고 관리 기구에 의해서 합쳐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의 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기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휘

humanitarian a. 인도주의적인     organization n. 조직, 기구     

volunteer n. 자원봉사자  v. 자원봉사하다     found v. 설립하다     

put an end 종식시키다, 끝내다     discrimination n. 차별     legally 
ad.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separate from ~로부터 분리된(독립된)     

principle n. 원칙     objective n. 목적, 목표     statute n. 법규, 규정     

make a donation 기부하다     <문제> raise money 돈을 모으다, 

기금을 마련하다     recruit v. 뽑다, 모집하다     promote v. 홍보하다, 

증진시키다     public safety 치안, 대중의 안전     operate v. 작용하다, 

작동하다, 운영되다     involved in ~에 관련된(연루된)     raise funds 
기금을 모으다     human rights 인권     consist of ~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정답  16 1    17 3     

문제풀이

16  인도적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한다는 내용이므로 1  ‘돈을 모금하기 

위해’이다. 

17  이번 달에 기금을 모은다고 했으므로 1년 내내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  ‘이 운동은 1년 내내 기금을 모은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아이들을 돕기 위해

3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4  대중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5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17

1  이 운동은 전 세계에서 운영된다.

2  이 운동에 참여하는 9천 7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4  이 운동은 인권을 보호한다. 

5  이 운동은 여러 다른 조직으로 구성된다.

총 어휘 수  132

DICTATION ANSWERS

01 you look troubled / I’m auditioning for a part 

02   compensation for a loss / Who was responsible for 

03   empathetic person / your child grows up that way / it’s 
like to do hard work / put them in other people’s shoes

04   Are you done packing / I’m pretty exhausted / we 
should have all our bags packed

05   tear up my garden / Are these dogs strays / don’t know 
most of the neighbors / We deal with emergencies 

06   I was bending over to pick it up / he’s chasing aft er / 
she stormed off  / It’s rather embarrassing  

07   Th anks for the compliment / taught me how to make it / 
I can’t deny that / to take home

08  Th en what’s the problem / I got a skin infection / it’s 
very contagious

09  get thirty percent off  the rental price / charge it to / 
pay in cash / Th ey’re free for our hotel guests

10  You look worn down / cutting out coff ee / Make sure 
you don’t take naps / you should see a doctor

11   feel safe and comfortable talking to / training for all 
staff  to ensure / have been sent to your email

12   book the screen room / both new and current employees 
will be attending / the fi rst two days of the week 

13   is Joey causing problems again / something is bothering 
him / going through a hard time / Have you tried talking 
to him

14   just in case / is essential for me / Just take what you 
need for our trip / it’s all your fault

15   she left  it at home by mistake / Worried she might not 
be able to see the fi lm / bring it to the movie theater

16-17  was founded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 to 
put an end to human suff ering / are legally separate 
from each other / the basic common principles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연습에 불참한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야, 어젯밤 연습에 안 왔더라. 어디 있었어?

남: 남동생 저녁 해줘야 돼서 집에 갔어.

여: 어머님께서 왜 저녁 못 해주셨어?

남: 1  어제 초과근무를 하셔야 했거든.

어휘
<문제> work overtime 초과 근무하다     science project 과학 연구 

과제

정답  1  

문제풀이

동생 저녁을 해주느라 연습에 불참한 남자에게 여자는 어머니가 저녁을 못 해준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어제 초과근무를 하셔야 했거든.’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걱정하지 마. 다음 번에는 안 늦을게. 

3  샌드위치랑 수프 만들어줬어.

4  미안, 과학 연구 과제를 다 끝내야 했어.

5  응, 집에 갔을 때 텔레비전 보고 있더라.

총 어휘 수  36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길 물어보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실례합니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남: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여: 4  바로 모퉁이 돌아서 하나 있어요.

어휘

pharmacy n. 약국     nearby ad. 근처에, 가까운 곳에

정답  4  

문제풀이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남자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4  ‘바로 

모퉁이 돌아서 하나 있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2  당신은 케이크를 먹지 말았어야 했어요.

3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5  거기에 걸어가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총 어휘 수  20

03  요지

소재  간호사의 중요성

듣기 대본 해석

남:  의사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호사들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간호사들은 종종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 의료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부터 멀리 떨어진 군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몇몇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것을 돕거나, 배 안에서 승객들을 돌보면서 

하늘과 바다에서도 일합니다. 실제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당신은 아마 간호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휘

professional n. 전문가     injured a. 다친     setting n. (어떤 일이 

일어나는) 환경(장소)     military base 군기지, 군사 시설

정답  3  

문제풀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므로 정답은 3  ‘환자에게 간호사는 의사만큼 중요하다.’이다.

총 어휘 수  87

04  의견

소재  과속에 대한 주의

듣기 대본 해석

[경찰 사이렌]

남: 안녕하십니까.

여: 문제가 있나요, 경관님?

남: 네.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가셨는지 아세요?

여: 죄송해요. 제가 제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 이 구역에 어린이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 알아요, 경관님. 다음에는 더 주의를 기울일게요.

남:  그럼 이번엔 제가 당신에게 딱지를 끊지는 않을 테니 천천히 가 주세요. 

당신이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경관님.

남: 안녕히 가세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어휘

ticket n. 표, 딱지     accident n. 사고     <문제> warn v.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정답  1  

문제풀이

과속을 한 여자에게 경찰관이 여자가 사고 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천천히 가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안전을 위해 과속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가 적절하다.

총 어휘 수  84

12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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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호텔룸에 대한 불편사항과 문의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전에 체크인을 했는데 수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몇 호신가요?

여: 502호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하시는 분이 지금 잠깐 쉬고 계십니다. 한 시간 안에 

그분이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 네, 좋습니다.

남: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업무에 대한 평가지에 코멘트를 작성해주시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미니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얼마죠?

남:  바로 거울 아래에 메뉴가 있는데요, 탄산음료와 물은 각 3달러이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각 6달러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water pressure 수압     maintenance n. (건물이나 기계 등을 점검 및 

보수하는) 유지     on break 휴식 중인     fill out 작성하다     

comment n. 의견, 비평     evaluate v. 평가하다     fridge n. 냉장고     

assistance n. 도움, 원조, 지원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수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남자가 몇 호인지를 물었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미니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을 묻고 남자가 대답

해주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1  ‘호텔 직원 — 투숙객’으로 유추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23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아들의 방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Billy 방 재배치하는 것 방금 끝났어요. 

남:  어디 봅시다. [잠시 후] 좋네요. 당신이 침대를 방 왼쪽으로 둔 게 마음에 

들어요.

여: 네. 그것이 그의 방을 더 넓어지게 한 것 같아요.

남: 오, 뒤 벽에 훌륭한 그림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린 거예요? 

여: 네. 작년에 학교에서 그린 공룡이에요. 내가 벽에 붙인 선반 어때요?

남: 멋져요. 트로피를 놓기 좋네요. 그는 정말 저 콩 모양의 의자를 좋아하죠? 

여: 저건 영원히 없애지 못 할 것 같아요.

남: 물방울 무늬 양탄자는 어디서 구했어요? 

여: Polymart에서 샀어요. 맘에 들어요? 

남: 별로요. 방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휘

rearrange v. 재배치하다     open ~ up 넓어지게 하다     shelf n. 선반     

get rid of ~을 처리하다, 없애다     polka dot 물방울 무늬 
match v. 어울리다

정답  5  

문제풀이 

대화에서 물방울 무늬 양탄자라고 언급했는데 그림에서는 체크무늬 양탄자

이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23

07  부탁한 일

소재  고장 난 세탁기 수리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세탁기가 또 고장 났어.

남: 정말? 세 달 전에 샀잖아. 벌써 새 것이 필요한 거야?

여: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 빨래들을 해야 해.

남: 연장된 A/S 보증으로 구매했었지?

여: 그랬던 것 같아. 영수증 확인해 봐. 책상 서랍에 있을 거야.

남: [잠시 후] 여기 있다!

여: 그래서 보증 받았어?

남: 응. 여기에 구입 날부터 1년까지 보증이 된다고 쓰여 있어.

여: 다행이다. 가게에 전화해서 수리기사님 좀 보내달라고 해줄래?

남: 문제 없어. 지금 바로 할게.

여: 정말 고마워, 여보. 이 옷들은 길 아래에 있는 세탁소에 맡길게.

어휘

warranty n. 품질 보증서, A/S 보증     receipt n. 영수증     send out 
보내다     <문제> repair v. 수리하다     refund n. 환불(금)  v. 환불하다

정답  2  

문제풀이

고장 난 세탁기의 보증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여자가 남자에게 수리 연락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빨래하기

3  연장 코드 사기

4  고장 난 기계 교체하기 

5  고장 난 기계 환불 받기

총 어휘 수  119

08  이유

소재  식료품 사오는 심부름

듣기 대본 해석

남: Sarah, 나 왔어.

여: 자기야, 나 거실에 있어.

남: 팔은 어때? 좀 괜찮아?

여: 조금. 심부름 다 해줘서 고마워.

남: 아냐 괜찮아. 당신이 원하는 것 다 샀어.

여: 좋아.

남:  지금 바로 모든 식료품들을 치울게. [잠시 후] 갈은 쇠고기, 토마토, 상추, 

그리고 케첩. 그게 다야.

여: 빵은? 빵을 사지 않았어?

남: 오, 맞아. 분명히 샀어.

여: 확실해? 여기 빵은 없는데.

남: 확실해. 영수증 봐봐. 여기 있네.

여: 그렇네. 식료품 가게에 두고 왔나 보다.

남: 응. 다시 가서 가져올 수 있나 봐야겠다.

58  



어휘

errand n. 심부름     groceries n. 식료품(류)     ground a. 갈은, 빻은     

lettuce n. 상추     receipt n. 영수증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의 심부름으로 몇 가지 식료품을 사오면서 빵을 빠뜨리고 온 상황

이다. 영수증에는 빵이 있다면서 두고 온 것 같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식료품점에 

다시 가는 이유는 1  ‘두고 온 빵을 찾아 오려고’이다.

총 어휘 수  109

09  숫자

소재  분실한 DVD 변상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대출했던 DVD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 DVD의 시장 가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 그러면 저는 그 DVD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도서관 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여: 여기 있습니다. 분실한 DVD는 Transformers예요.

남:  그 DVD의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네, 그 DVD의 

현재 가격은 15달러입니다.

여: 아, 나쁘지 않네요.

남:  음, 연체료도 지불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2주 전에 그 DVD를 대출

하셨네요, 그렇죠?

여: 맞습니다. 하루당 얼마죠?

남: 하루당 1달러 50센트이고 5일간 연체하셨네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 카드 있습니다.

어휘

check ~ out (도서관 등에서) 대출받다     replace v. 대신하다, 바꾸다

market price 시장 가격     current price 시가, 현재 가격     

overdue a. 기한이 지난, 연체한     fine n. 벌금

정답  2  

문제풀이

분실한 DVD의 가격은 15달러이고, 5일간 그 DVD를 연체했다. 하루당 

연체료는 1달러 50센트이므로 이를 합하면 총 15달러+(1달러 50센트×5일)

=22달러 50센트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지불한 총 금액은 2  ‘$22.50’이다.

총 어휘 수  113

10  언급 유무

소재  Messi 축구 캠프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얘기 좀 해.

남: 응? 뭐에 대해서?

여:  음, Patrick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고 축구 캠프를 가고 싶어해. Messi 
축구 캠프에 보내면 안될까?

남: Messi 공식 축구 캠프? 거기 비싸지 않아?

여: 한 달에 500달러 정도 해.

남: 흠... 프로 선수들이 훈련시켜준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그래?

여: 응. Messi와 다른 선수들이 Patrick을 개인적으로 가르칠 거야.

남:  좋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까? 수가 적을수록 Patrick한테는 

좋을 것 같아.

여: 캠프에 다른 애들 20명 정도 있어.

남: 잘 됐네! 등록해주자.

어휘

provide v. 제공하다     personally ad. 개인적으로     sign up 
등록하다, 신청하다

정답  3  

문제풀이

캠프 가격, 훈련 지도자, 훈련 방식, 캠프에 참여한 학생 수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날짜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3  ‘캠프 날짜’이다.

총 어휘 수  10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프로젝트 소개와 동참 부탁

듣기 대본 해석

남:  JLA팀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신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에서 독해책 모음집을 쓰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는 작은 우리 팀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지만 저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의 스케줄을 써서 Han
선생님께 주시면 모아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초과 시간과 불규칙한 시간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완성되면 

우리 직원 모두가 경비 전액 지원을 받아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여겨주세요. 모두 정말 감사

합니다.

어휘

publishing company 출판사     confident a. 자신감 있는 
irregular a. 불규칙한, 고르지 못한     completion n. 완료, 완성

정답  2  

문제풀이

작은 팀에게는 큰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해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현재 팀 규모로는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다.’이다.

총 어휘 수  130

12  도표

소재  여름 동안 들을 수업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엄마, MIT에서 여름 동안 수업을 듣고 싶어요.

여: 좋은데 거기서 수업을 듣기에 너는 너무 어리지 않니?

남:  저 벌써 16살이에요, 엄마.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시간표요. 보세요.

여: 그래. 이 수업은 못 들을 거 같은데.

남: 안타깝네요. 왜요?

여: 월요일마다 치과에 가야 하잖아. 기억나?

남: 아, 그렇네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개로 좁혀졌네요, 그렇죠?

여:  그렇네. 그럼 더 저렴한 수업을 듣는 건 어때? 요즘 좀 상황이 좀 빠듯한 

것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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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알겠어요. 어차피 이 과목에 정말 관심 있었어요.

여: 좋네. 수표 써줄게.

어휘

take a class 수업을 듣다     narrow down 좁히다, 줄이다     tight 
a. (여유가 없이) 빠듯한, 꽉 조여 있는     check n. 수표

정답  4  

문제풀이 

16살이므로 2 , 3 번은 안되고, 월요일은 치과를 가야 한다고 했으므로 

1 번도 제외된다. 4 번과 5 번이 남는데 더 저렴한 수업을 듣기로 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16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무서워 보이는 운동 트레이너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Frank. 나는 네가 주민자치 센터에서 X-Cros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어.

남: 맞아. 이제 약 한 달 동안 했어. 

여: 나는 몇 달 전에 이 프로그램을 했어. 지금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니?

남: 음, 우리는 런지와 바벨 들기를 많이 하고 있어. 꽤 힘들어.

여:  그래, 이러한 운동들 중에 몇몇은 육체적으로 힘들어. 너의 트레이너는 

누구니?

남: Philips 씨야.

여: 그렇구나. 나는 그가 좋다고 들었어.

남: 그는 대단해. 알다시피 그는 역도 챔피언이었어. 

여:  나는 몰랐었어. 그는 항상 체육관에서 매우 조용하잖아. 그는 너무 위협적

으로 보여.

남: 4  그는 처음에는 무섭지만, 그에게 곧 익숙해져.

어휘

community center 주민자치 센터     routine n. 프로그램,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나 운동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lunge n. 런지     barbell n. 

역기, 바벨     demanding a. 요구가 많은, 힘든     awesome a. 엄청난, 

대단한     intimidating a. 겁을 주는, 위협적인     <문제> frightening a. 

무서운, 겁 먹게 만드는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의 운동 트레이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인데, 여자가 그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인다고 말하자 남자는 인상은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분위기이므로 정답은 4  ‘그는 처음에는 무섭지만, 그에게 곧 익숙해져.’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그가 좋은 과학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2  누가 너에게 X-Cross 수업을 수강하라고 추천했니?

3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5  너는 언제 주민자치 센터에서 수업을 들었니?

총 어휘 수  110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 여행 동안 애완견 돌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Joey. 너 곧 LA로 갈 거라고 하지 않았니?

남: 맞아. 다음 주 토요일에 갈 거야.

여: 멋지다. 그곳에서 얼마나 머무를 거니?

남: 약 일주일. 그런데 문제가 약간 있어.

여: 정말? 문제가 뭔데?

남:  나의 개 두 마리 말이야. 친구에게 개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의 룸메이트가 알레르기가 있대. 

여: 걱정 마. 내가 개들을 돌봐줄게.

남: 정말? 확실하니?

여:  물론이지. 항상 애완견이 있었으면 했는데 한 마리 얻기에 그 동안 너무 

바빴어. 내가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만 알려줘.

남: 꽤 쉬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게.

여: 4  좋아. 내가 그것들을 꼭 잘 돌볼게.

어휘

slight a. 약간의, 조금의     issue n.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 주제, 쟁점, 사안     

arrange v. ~하도록 일을 처리하다, 준비하다, 계획하다     allergic a. 

알레르기가 있는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가 여행을 떠나는 동안 남자의 개들을 대신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지 묻자, 남자는 냉장고에 해야 할 일을 붙여 놓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좋아. 내가 

그것들을 꼭 잘 돌볼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가 그걸 어디에 게시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

2  내가 LA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미안하지만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5  멋지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기뻐.

총 어휘 수  125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폭풍우로 인한 카누여행 연기

듣기 대본 해석

남:  Steve와 Charlie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서로를 방문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카누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한 주 내내 날씨가 좋았습니다. Steve는 일기예보에서 이번 

주말에 큰 폭풍우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알고는 카누 여행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여행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teve는 이제 Charlie에게 계획 변경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Steve는 Charlie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Steve:  1  내 생각에 우리는 카누 여행을 다른 때 가야 할 것 같아.

어휘

organize v. 준비하다, 계획하다     discover v. 발견하다, 알게 되다     

call for 예보하다     postpone v. 연기하다     discuss v. 상의하다     

<문제> affect v. ~에 영향을 미치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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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카누 여행을 계획한 주말에 폭풍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Steve가 카누 

여행을 가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Charlie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Steve가 Charli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내 생각에 우리는 카누 여행을 다른 때 가야 할 것 같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이번 주말에 카누 여행 가는 게 어때?

3  내가 준비할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알려줘.

4  이번 주말에 카누 여행을 가게 되어 정말 기뻐.

5  폭풍우가 우리 카누 여행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

총 어휘 수  102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Jude’s Javelin 투표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Jude’s Academy의 가장 

명망 있는 상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Jude’s Javelin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진취성을 보여준 한 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시간, 에너지, 노력을 우리 지역사회에 쏟아온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Jude’s Javelin의 수상자는 명예의 전당으로 안내되고 앞으로 수년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이 학교의 교장이지만, 상의 수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주말까지 Jude’s Javelin 올해의 수상자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투표 용지를 행정실에서 받아서 투표하면 됩니다. 모든 표가 집계된 후에, 

우리 수상 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밝힐 것입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행운을 빕니다!

어휘

assemble v. 모이다, 모으다     prestigious a. 명망 있는     initiative 
n. 진취성, 계획     devote v. 쏟다, 기울이다     usher v. 안내하다 
fame n. 명성     principal n. 교장, 총장     cast a vote 한 표를 던지다 
cast a ballot 투표하다     administration office 행정실     

be tallied 집계되다     award committee 수상 위원회     reveal v. 

드러내다, 밝히다     <문제> nominee n. 지명된 사람, 후보     vote v. 

투표하다     recruit v. 모집하다, 뽑다

정답  16 5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Jude’s Javelin상이 어떤 상인지를 설명하고 그 상의 수상자를 

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투표해 줄 것 권유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5  ‘학생들을 상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이다.

17  상을 받는 대상, 수상자가 받는 혜택, 수상자 결정 방식, 투표 마감 기한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수상자가 받는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4  ‘수상자가 받는 금액’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상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2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3  투표 과정의 결과를 알리게 위해

4  수상 위원회의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총 어휘 수  144

DICTATION ANSWERS

01  cook dinner for him

02   Is there a pharmacy nearby

03   in all kinds of settings / caring for passengers / 
anywhere in the world

04   how fast you were going / I wasn’t paying attention to 
my speed / I will be more careful / I won’t write you a 
ticket

05   checked in / Th e maintenance person is on break

06   fi nished rearranging / that’s the dinosaur he drew / get 
rid of it / it matches the room

07   the extended warranty plan / from the purchase date

08  taking care of the errands / put all the groceries away / 
Look at the receipt / You must’ve left  it 

09  the DVD that I checked out / Here it is / pay overdue 
fi nes / fi ve days overdue

10  join a soccer camp / provide training / the fewer 
campers there are

11   up to the task / work overtime / for all of your hard 
work

12   too young to take classes / go to the dentist / pretty 
tight on money / write you a check

13   physically demanding / I had no idea / He seemed so 
intimidating

14   What’s the issue / is allergic / I’ve been too busy to

15   calling for a big storm / such a great idea / discuss the 
change of plans

16-17  devoted his or her time / is ushered into our Hall 
of Fame / It’s up to you / pick up and cast your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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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근황 이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Aiden. 오랜만이네. 어디 갔다 온 거야?

남: 지난 두 달 동안 유럽 여행했어. 

여: 멋지다. 거기서 뭐했어?

남: 4  배낭여행 하면서 관광했어. 

어휘

awesome a. 멋진, 최고의     <문제> backpack v. 배낭여행을 하다 
accommodating a. 호의적, 협조적, 편의를 봐주려는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유럽에 여행가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으므로 적절한 남자의 

대답은 4  ‘배낭여행 하면서 관광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아니. 다음 번에는 혼자서 여행하지 않을래.

2  유럽은 여행하기 좋은 장소야. 

3  난 보통 일 년에 한 번 여행가.

5  유럽사람들은 호의적이야.

총 어휘 수  34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잔디 깎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Molly. 주말에 무슨 계획 있어?

여: 아직 아무 계획 없어. 하지만 잔디를 깎아야 돼. 잔디가 꽤 자랐어.

남: 오 정말? 얼마나 자주 잔디를 깎니? 

여: 1  2주에서 3주마다.

어휘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해야 한다     mow v. (잔디를)

깎다     lawn n. 잔디

정답  1  

문제풀이

잔디를 얼마나 자주 깎는지를 물었으므로 횟수를 언급한 1  ‘2주에서 3주마다.’가 

적절하다. 5 의 경우 When ~으로 물어봤을 때 가능한 대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난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3  나는 여름에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해.

4  나 이번 주말에 너랑 함께 할래.

5  나는 여름에 주로 잔디를 깎아.

총 어휘 수  37

03  담화 목적

소재  새 체육관의 이름 짓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급반 회장인 Marc Hargis
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체육관이 이번 주 말에 완공될 예정임을 알리게 

되어 자랑스럽고 제막식은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의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는 학생들이 이름을 지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적어서 

학생회 사무실 옆에 있는 초록색 상자 안에 넣어 주세요. 다음 주 말에 

학생회와 저는 새로운 체육관 이름에 대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fellow n. 동료     announce v. 알리다, 발표하다     gymnasium n. 
체육관     complete v. 완료하다, 끝마치다     unveiling n. 제막식, 첫 

공개     be scheduled for ~로 예정되어 있다     name v. 명명하다, 

이름을 짓다     student council 학생회, 학생자치 위원회     vote on 
~에 대해 투표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새로 완공될 체육관의 이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이름 

짓기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체육관 이름 공모 참여를 격려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1

04  대화 주제

소재  아침에 물 마시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Walter.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

남:  안녕, Sarah. 좋아. 근데 커피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난 아침마다 너

무 피곤해.

여: 어젯밤에 몇 시에 잤니?

남: 그렇게 늦게 자지는 않았어. 11시에 잤어.

여: 아침에 물을 마시니?

남: 아니. 그건 왜 물어보니?

여:  최근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아침에 두세 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빨리 

깨어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대.

남: 그렇게 할게.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니?

여: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너의 신체를 깨워줄 뿐만 아니라 

너의 체중도 줄여줄 거야.

남: 알겠어. 해볼게! 고마워, Sarah.

어휘

in addition to ~뿐만 아니라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의 이점’이다.

총 어휘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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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소 파악

소재  공항에서의 검사

듣기 대본 해석

남: 모든 소지품을 엑스레이 상자에 넣어 주시겠어요?

여: 그럼요. 제 노트북 컴퓨터는요? 이것도 상자에 넣나요?

남: 네. 모든 것을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여: 네, 이제 뭐하죠?

남: 팔을 옆으로 내리고 문을 지나가 주세요.

여: 네. [삐] 그 소린 뭐였죠?

남: 주머니에 금속물체가 들어있나요?

여: 아! 제 뒷주머니에 여분의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남:  뒤로 물어나셔서 열쇠랑 잊었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상자에 넣으세요.

여: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남: 괜찮습니다만 다시 통과해주셔야 해요.

어휘

belongings n. 소지품, 소유물     tray n. 쟁반, 상자     laptop n.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spare key 여분의 열쇠 

정답  3  

문제풀이 

소지품을 상자에 담고 기계가 금속물체를 감지하여 ‘삐’소리가 나는 것 등으로 

보아 두 사람의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3  ‘공항 검색대’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07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가족 여행 사진

듣기 대본 해석

남: 이 사진 멋지다, Sarah. 언제 찍었어? 

여: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이 해변으로 휴가를 갔어. 

남: 해변에 있는 집을 빌렸니? 

여: 응. 우리는 좋은 가격으로 얻었어.

남: 사랑스럽다. 비치볼 가지고 놀고 있는 건 네 남동생임에 분명해.

여:  응. 아주 활동적이야. 할아버지와 함께 놀고 있었어. 파라솔 아래 누워 계신 

분이 할아버지야. 

남: 응. 그릴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시니?

여: 응. 고기를 굽고 계셔.

남: 그리고 테이블 뒤에 여자분은 어머니시구나.

여: 사실은 우리 이모셔. 어머니는 집에 계셨어.

남: 그럼 너는 어머니랑 집에 있었던 거야? 

여: 아니. 난 사진을 찍었어. 

남: 그렇구나. 음,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네.

어휘

get a great[good] deal on ~을 좋은 조건에 잘 사다(얻다)

정답  3  

문제풀이 

할아버지가 파라솔 아래에 누워 계신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21

07  할 일

소재  동네 마당 세일

듣기 대본 해석

남: Grace. 동네 마당 세일이 이번 주말이야. 참여할 거야?

여: 응.

남: 준비됐니?

여: 거의. 뭘 팔지 결정하고 있었어. 몇몇 오래된 야구 카드를 준비해 놨어.

남: 잘했네. 남동생한테 좀 사줘야겠다. 얼마 정도에 팔 생각이야?

여: 글쎄, 물건에 따라 다르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

남: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여: 글쎄, 지금 가격표를 쓰고 있는데.

남: 필요하면 그거 도와줄게.

여: 아마도. 도움 많이 될 거야. 정말 고마워.

남: 아니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여: 네가 그거 하는 동안 난 카드들 목록을 만들게.

어휘

yard sale 마당 세일     participate v. 참여하다     depend on ~에 

따라 다르다, ~에 달려있다     item n. 물품, 항목, 물건     price tag 
가격표     inventory n. 물품(재고) 목록

정답  5  

문제풀이

동네 마당 세일 준비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냐는 남자의 질문에 여자가 가격표를 

쓰고 있다고 말하자 남자는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가격표 

쓰기’이다.

총 어휘 수  119

08  이유

소재  훈련시설 예약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EPL 사무실 Maria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Maria 씨. 9월 2일에 훈련시설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은 경기장만 예약 가능합니다.

남: 딱 맞을 거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여: 700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있나요?

여: 네. 저희의 모든 훈련시설들은 체력단련실이 기본으로 딸려 있습니다.

남: 좋네요! 그 시설에 스파도 있는 거죠?

여: 죄송하지만 작은 시설에는 스파가 없어요.

남:  음, 우리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휴식을 취해야 할 텐데요. 죄송해요. 다른 

계획을 세워야 겠네요.

여: 원하시는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어휘

reserve v. 예약하다     training facility 훈련시설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come with ~이 딸려 있다     weight room 체력단련실, 

역기실

정답  5  

문제풀이 

대화의 끝부분에서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휴식을 취해야 해서 스파가 없으면 

예약을 못할 것 같다고 언급했으므로 남자가 훈련시설을 예약하지 않은 이유는 

5  ‘스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이다.

총 어휘 수  118

1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3



09  숫자

소재  기부 받은 총 금액

듣기 대본 해석

여:  James! 올해 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우리가 받을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

하지 못했어요.

남: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데 열정적이군요.

여: 맞는 말이에요. 지난 달 총 기부액이 기억나세요?

남: 대략 40,000달러였던 것 같은데요.

여:  제가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치는 소리] 오, 맞네요, 정확히는 43,000달러

였네요.

남: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총 얼마를 받았는지 궁금해요.

여: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키보드 치는 소리] 68,000달러네요.

남: Akins 씨가 어제 기부하신 300달러도 포함시키신 거죠?

여: 예, 그럼요.

남:  알겠어요. 아직 5일 더 남았어요. 그래서 총 금액은 70,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여: 정말 좋겠네요!

남: 네, 그러게요.

어휘

donation n. 기부(금)     current a. 현재의, 지금의     

economic situation 경제 상황     passionate a. 열정적인     

contribution n. 기부금, 성금     exactly ad. 정확히, 꼭     in total 총, 

전체로서, 통틀어     so far 지금까지     donate v. 기부하다     

total amount 총 합계(금액)

정답  3  

문제풀이

지난달까지 기부 금액이 43,000달러이고 Akins씨가 기부한 300달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기부 받은 총 금액이 68,000달러이므로 정답은 

3  ‘$68,000’이다.

총 어휘 수  109

10  언급 유무

소재  금색 건물

듣기 대본 해석

여: 저 큰 금색 건물에 가 본 적 있니?

남:  응. 그것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니야. 하지만, 1985년에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북미 밖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지금도 

꽤 유명해.

여: 언젠가 거기에 가보고 싶어. 정말 장엄하구나.

남: 흥미로운 얘기 들려줄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금색의 건물이야.

여: 오, 멋지다. 내부는 어때?

남: 물론 사업체들이 있고, 재미있는 것들도 있어.

여: 어떤 것들? 점점 궁금해진다.

남:  음, 2개의 좋은 레스토랑이 있고, “커플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전용으로 따로 탈 수 있어.

여: 커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 거기에 가서 직접 봐야겠어.

어휘

majestic a. 장엄한     as well 또한, 역시     curious a. 궁금한     

exclusive a. 전용의, 배타적인 

정답  2  

문제풀이

건물이 지어진 년도, 건물의 색깔, 두 개의 식당, 커플 엘리베이터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건물의 모양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2  ‘건물의 모양’이다.

총 어휘 수  130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밴드 오디션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Janet이 밴드를 탈퇴하고 

다른 기회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연주자 오디션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밴드 오디션을 보고 

싶어한다면 지원자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Bastion 곡을 연주하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투어를 다닐 예정이니 여름 일정을 비워주세요. 

오디션은 토요일 정오에 열릴 것입니다. 참가하고 싶으시면 Paul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밴드의 일원으로 합격된다면 연습은 2주 안에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고 여러분의 연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휘

troubling a. 안 좋은, 걱정을 끼치는     pursue v. 추구하다 
hold tryouts for ~을 위한 오디션을 열다     candidate n. 지원자, 

후보자     notify v. 알리다, 통지하다     rehearsal n. 리허설, 연습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참가 신청을 Paul이나 자신에게 연락해서 하라고 말했으므로 답은 

5  ‘참가 신청은 인터넷으로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29

12  도표

소재  중고책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Logan, 뭐 하고 있니?

남: 온라인으로 중고 책들을 사는 중이야. 이것들 중 어떤 책이 가장 좋아 보여?

여: 글쎄, 가장 질 좋은 책을 원한다면 이 책을 골라야 돼.

남: 그래, 하지만 70달러 이하에서 사고 싶은데.

여: 알겠어.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판은 안 되겠다.

남: 맞아. 초판이 좋긴 하지만 내 예산을 벗어나니까.

여: 두꺼운 표지는 어때?

남: 난 종이 표지의 책이 더 좋아.

여: 그럼 이것 두 가지 중에 골라야겠다.

남: 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여: 이 책은 더 비싸지만 더 최근에 출판되었네.

남: 좋아, 결정했어. 더 최신 걸로 사야겠어.

어휘

used a. 중고의     edition n. (출간된 책의 형태로 본) 판 
beyond one’s budget ~의 예산을 초과하여     hardcover n. 

딱딱한 표지의 책, 양장본     prefer v. ~을 (더) 좋아하다    paperback n. 

종이 표지의 책     publish v. 출판하다     recently ad. 최근에

정답  2  

64  



문제풀이 

70달러 이하에서 고르고 싶다고 했으므로 Taylor의 책은 제외된다. 또한 

두꺼운 표지(hardcover)보다는 종이 표지의 책(paperback)이 더 좋다고 

했으므로 Tom, John의 책도 제외된다. 남은 두 가지 중에서 더 최신 것을 

선택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구입할 책은 2 번 Frank가 판매하는 책이다.

총 어휘 수  106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과자 굽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봐요, Mary. 우리 사무실에서 이번 주에 집에서 구운 과자를 판매하는 

행사가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여: 네, 지난 밤에 이메일로 그것에 대해 읽어봤어요. 정말 맘에 들어요.

남: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굽고 싶은지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여: 귀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참가하고 싶어요?

남: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해요.

여: 물론이죠! 벌써 등록을 했어요?

남: 아직이요.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시장에 함께 가요.

여: 좋아요. 아이들에게 무슨 과자를 굽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남: 4  네. 초콜릿 쿠키요.

어휘

bake sale 집에서 구운 과자를 판매하는 행사     register v. 등록하다

정답  4  

문제풀이

과자 판매 행사에서 아이들이 구울 과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므로 어떤 

과자인지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답은 4  ‘네, 초콜릿 쿠키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과자 판매 행사가 좋아요.

2  물론,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3  어디에서 등록을 하죠?

5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 어휘 수  95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청첩장 사진 촬영 예약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 잘 지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요?

여: 저도 매우 잘 지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 Fiona와 제가 사진 촬영하려고요.

여: 멋지네요! 당신들은 참 귀여운 커플이에요.

남: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막 약혼했어요. 저희는 여기 청첩장 사진을 

찍으려고 온 거예요.

여: 훌륭하네요. 정말 멋진 청첩장 테마가 몇 개 있어요.

남: 좋아요. 언제 오면 좋을까요?

여: 사실 저희가 이번 달은 꽤 바쁘거든요. 다음 달은 어떨까요?

남:  미안하지만, 너무 늦는데요. 우리는 이번 달 말까지 초대장을 보낼 거거든요.

여: 5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취소하면, 제가 알려줄게요.

어휘

get engaged 약혼하다     invitation n. 초대(장)     theme n. 주제, 

테마     <문제> cancel v. 취소하다

정답  5  

문제풀이 

청첩장 사진을 촬영할 시간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다음 달에 촬영하는 

것이 너무 늦다고 말했으므로 적절한 대답은 5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취소하면, 

제가 알려줄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제가 아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2  행운을 빌어요, 잘 지내요.

3  정말로 잘 됐네요. 축하해요.

4  좋아요, 12월에 스케줄 잡아줄게요. 

총 어휘 수  111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응급 상황 대처

듣기 대본 해석

남:  Steve와 Mike는 같은 대학교에 다닙니다. 그들은 Mike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입 속에 날카롭고 뾰족한 뭔가를 물었을 때 그는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Mike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간호사를 찾으러 달려

갑니다. Steve는 학교 의료 센터가 이미 문을 닫은 이후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Mike는 정말 걱정하기 시작했고 Steve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teve는 Mike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은가요?

Steve:  Mike, 3  우리는 캠퍼스 밖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어휘

horrible a. 끔찍한     all of a sudden 갑자기     bleed v. 피를 흘리다     

rush v. 급히 움직이다     <문제> not a chance 안 돼

정답  3  

문제풀이

Mike가 식사 도중에 입 안에 상처가 났고 학교 응급 센터는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달려가고 있다. 걱정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Mike에게 Steve가 해줄 말은 3  ‘우리는 캠퍼스 밖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린 학교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해.

2  서둘러! 나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것 같아.

4  걱정 마. 나 이런 것 전에 본 적 있어.

5  안 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총 어휘 수  104

1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5



66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성공적인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축구 유망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ebb 코치입니다. 우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축구는 재미있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구에는 경기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치들을 생각하세요. 팬들 생각도 하세요. 그 다음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공격적으로, 그러나 조심하면서 뛰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하기까지의 피나는 노력을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일 훈련을 해야 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EPL의 우승자가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가서 실전처럼 연습합시다!

어휘

challenging a. 도전적인     consideration n. 숙고, 사려     limit n. 

한계     get injured 부상을 당하다     aggressively ad. 공격적으로 
nutritious a. 영양가가 높은     peak a. 최상의     physical condition 
건강 상태     have no doubt 의심하지 않다     <문제> attract v. 

끌어들이다     characteristic n. 특징     consider v. 고려하다 

정답  16 2    17 5     

문제풀이

16  새로 들어온 축구팀원들에게 성공적인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2  ‘성공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7  팀 선수들, 팬들, 자신의 한계, 음식을 염두에 두라고 했지만 상대방 전력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5  ‘상대팀 전력’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더 많은 축구팬을 끌어들이는 방법

3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한 조언들

4  성공적인 축구 선수들의 특징들

5  식단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총 어휘 수  152

DICTATION ANSWERS

01 long time no see 

02   mow the lawn 

03   I’m proud to announce that / the unveiling is scheduled / 
name it / vote on the name of the new gymnasium

04   Why do you ask / help your body wake up fast / it can 
help you lose weight

05   put it in a tray, too / step through the gate / step back 

06   got a great deal on / lying under the parasol / took the 
picture 

07   it depends on the item / writing out the price tags / 
make an inventory

08  reserve a training facility / How much for the day / 
comes with a spa

09  current economic situation / in total / total amount

10  It’s not the tallest / fun things to do / see for myself

11   pursue other opportunities / have an open schedule 
for

12   it’s beyond my budget / I’d prefer a paperback 

13   having a bake sale / if they would like to try / such a 
cute idea

14   have some photos taken / got engaged / get the 
invitations out

15   something horrible happened / all of a sudden / rush 
to fi nd a nurse / what they should do

16-17  there’s much more to / take many other things 
into consideration / get injured / in peak physical 
condition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영화 빌리기

듣기 대본 해석

여: Kevin, 뭐 보고 있어?

남: Love Actually를 보고 있어.

여: 오, 나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나중에 빌려줄 수 있어?

남: 1  물론이지. 언제든지 말해.

어휘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문제> sold out 품절의, 매진된 
check out (도서관 등에서) 대출받다

정답  1  

문제풀이

영화를 빌려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은 1  ‘물론이지, 언제든지 

말해.’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미안해. 난 빌리고 싶지 않아.

3  유감이지만 안 될 것 같아. 벌써 매진이야.

4  문제 없어. 함께 그 책을 사러 가자.

5  물론이지. 내가 내일 도서관에서 대출할게.

총 어휘 수  28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깜짝 파티 후 소감

듣기 대본 해석

남: 기분이 좋아 보여.

여: 응.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줬어.

남: 좋았겠네. 어땠어?

여: 4  정말 좋았어. 좋은 친구들이야.

어휘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은

정답  4  

문제풀이

여자의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주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파티가 어땠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4  ‘정말 좋았어. 좋은 친구들이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한텐 너무 어려워.

2  널 드디어 만날 수 있어서 좋네.

3  네 파티 갈 준비 다 됐어.

5  내 친구들이 네 파티 도와줄 수 있어.

총 어휘 수  28

03  담화 주제

소재  탈색 방지를 위한 세탁법

듣기 대본 해석

여:  종종 여러분의 짙은 색 옷들이 몇 번의 세탁 후 색이 바래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탁물에 소금을 

넣을 것입니다. 식초도 도움을 줍니다. 약간의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면 

염료가 씻겨 나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짙은 색 옷들이 바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짙은 색 옷을 새 것처럼 보이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세제를 구입하여 손으로 세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옷 색깔이 최대한 오래 그대로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어휘

fade v. (색이) 바래다, (색을) 바래게 하다     laundry n. 세탁, 세탁물     

vinegar n. 식초     prevent ~ from …ing ~가 …하는 것을 막다(예방

하다)     dye n. 염료, 염색제  v. 염색하다     detergent n. 세제     

ensure v. 보장하다, 반드시 ~하게 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소금, 식초,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 짙은 색 옷의 색이 바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4  ‘짙은 

색 옷의 탈색 방지법’이 적당하다.

총 어휘 수  87

04  의견

소재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듣기 대본 해석

여: 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 중이야.

남: 정말? 너 좋아 보이는데.

여: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나는 버거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거든.

남: 그래, 나도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 정말 맛있잖아!

여:  하지만 그건 몸에 좋지 않아. 패스트푸드는 너무 기름져서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

남:  근데 나는 사실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 칩(얇고 가늘게 썰어 

기름에 튀긴 과자) 같은 다른 간식거리는 어떨까?

여: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감자와 옥수수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기름기가 많고 

소금으로 덮여 있지.

남: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너의 목적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구나.

여: 맞아.

어휘

consider v. 고려하다, 생각하다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다 
junk food 정크푸드(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lead to ~로 

이어지다, ~을 일으키다     heart attack 심장마비     greasy a. 

기름투성이의, 기름진     long-term effect 장기적인 효과(결과)     

basically ad.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살이 빠지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식이요법을 하려고 하는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가 아닌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한다. 남자의 마지막 말인, ‘네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구나.’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  ‘살을 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이 필요하다.’이다.

총 어휘 수  119

14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7

01 1  02 4  03 4  04 2  05 2  06 5    
07 5  08 3  09 3  10 4  11 3  12 4    
13 5  14 5  15 1  16 5  17 3

본문 p.861414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의 상태

듣기 대본 해석

여:  어머나!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남: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로 오늘 아침 여기로 왔어요. 계속 의식이 없었어요.

여: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남:  네, 다리랑 고관절이 부러졌네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여: 수술을 해야 할까요?

남: 네. 우린 약 한 시간 후에 시작할 거예요.

여: 얼마나 걸릴까요?

남: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여: 회복을 위해 제 파트로 오게 될까요?

남: 네, 당신이 당분간 그를 보살펴 줘야 할 거예요.

어휘

unconscious a. 의식이 없는     injured a. 부상을 입은, 다친     hip n. 

엉덩이, 고관절     surgery n. 수술     recovery n. 회복

정답  2  

문제풀이 

여자와 남자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계획 및 추후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  ‘의사 — 간호사’이다.

총 어휘 수  93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교실 뒷면 장식

듣기 대본 해석

[휴대폰이 울린다.]

여: 안녕, Ryan. 장식하는 거 어떻게 되어가니?

남:  안녕하세요, Lee 선생님. Susan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여: 촛불 있는 케이크 그림을 걸었니?

남: 물론이죠. 저희는 11월에 생일인 학생들의 이름도 붙였는 걸요.

여: 좋아! 우리가 상의한 대로 중앙에 세계지도를 붙이는 것 기억하지?

남:  그럼요, 그리고 우리의 꿈을 붙이기 위해 큰 사과 모양의 장식도 걸어 

놨어요.

여: 놀랍구나! 

남: 그것들 외에도, 사물함 위에 두 개의 화분도 놓았어요.

여: 예쁠 것 같구나. 다른 건 없니?

남:  사물함에 왕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건 이번 달 최고의 학생을 위한 거예요.

여: 아름답구나! 너희들 정말 잘 했어!

어휘

put up (눈에 띄게) 내붙이다(게시하다)     decoration n. 장식

place v. 두다, 놓다

정답  5  

문제풀이 

사물함에 왕관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별 모양이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16

07  할 일

소재  일부 선수들을 팀에서 제외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저희 팀에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감독님.

남: 맞아요. 선수들 몇 명을 내보내야겠어요.

여: 근데 누구를 내보내죠? 다들 잘 하는데요.

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났어요.

여: 뭔데요?

남:  마이너리그 팀에서 선수 몇 명이 필요하니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거기로 보내면 되겠네요.

여: 괜찮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남: 이번 시즌에 우리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야겠네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매니저를 불러서 우리의 계획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바로 말할게요. 누구를 빼야 할지 좀 선택해 줄래요?

여: 알겠어요. 가능한 빨리 할게요.

어휘

coach n. 감독, 코치     get rid of ~을 내보내다, ~을 없애다 

improve v. 개선되다, 발전하다     decent a. 괜찮은     roster n. (팀의) 

선수 명단, 근무자 명단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제외할 선수를 선택해 주겠냐고 물어보았고, 여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하겠다고 답하였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제외할 

선수 선택하기’이다.

총 어휘 수  117

08  이유

소재  고장 난 DVD 플레이어의 보증기간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괜찮아요? 당신 화난 것 같아요.

여: 저 화 났어요. 우리 DVD 플레이어 새로 사야겠어요.

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여: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저 방금 고객 서비스 상담원 두 군데와 전화를 

끊었어요.

남: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 두 곳에서 모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사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 우리가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  조금만 더 일찍이었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기간이 지났대요.

남: 오, 안 됐네요. 그래서 당신이 기분이 나쁘군요.

여: 네! 우린 거기서 계속 거래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남: 음, 규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 그렇지만, 보증 기간이 단지 일주일 지났다고요!

어휘

get off the phone 전화를 끊다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상담원 
replace v. 교체하다, 교환하다     warranty n. 보증기간     grumpy a. 

기분이 나쁜     treat v. 대하다, 취급하다     respect v. 준수하다, 존중하다

정답  3  

68  



문제풀이 

여자는 전자 제품 회사의 단골인데 DVD 플레이어의 보증기간이 일주일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고객 서비스 상담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이다. 따라서 여자가 화가 난 이유는 3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이다.

총 어휘 수  132

09  숫자

소재  신발 수선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신발을 수선하고 싶어요.

남: 네, 무엇이 문제 인가요?

여: 밑창에 고무가 헐어있고, 끈이 거의 끊어졌어요.

남:  알겠어요. 음, 각각의 밑창을 수선하는 데에 20달러씩이고, 교체용 끈은 

5달러씩입니다.

여: 이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남:  음, 모든 수선 작업은 신발 만드는 전문가들이 해주십니다. 그건 최고 

수준이에요.

여:  알겠어요. 하지만 먼저 이 신발을 여기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도 할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5달러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휘

rubber n. 고무     sole n. (신발) 밑창     loose a. 헐거워진     lace n. 

신발 끈(shoelace), 레이스     nearly ad. 거의     destroy v. 파괴하다 
charge v. (요금이나 값을) 청구하다     replacement n. 교체 
appreciate v. 고마워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밑창 수선비 40달러(20달러x2개)와 끈 교체 비용 10달러(5달러x2개)를 합한 

총액은 50달러이다. 여기서 5달러를 할인해 준다고 했으므로 3  ‘$45’이다.

총 어휘 수  115

10  언급 유무

소재  새로운 워터파크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Marie, 새로운 워터파크 가봤니?

여: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갔었어. 좋더라! 내가 가본 워터파크 중에서 가장 

큰 곳이었어. 

남: 난 한 군데도 안 가봐서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온다.

여: 사람들은 Manhattan에 있는 Central Park만큼이나 크다고들 하더라. 

남: 정말 큰데! 어떻게 갔어?

여:  버스 타고 갔어.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세 개 있어. 열차를 탈 

수도 있긴 한데, 워터파크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정차해.

남: 개장 시간은?

여: 오전 11시에 열어. 해질녘에 폐장하고.

남:  알았어.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나랑 남동생을 데려가시기로 했거든. 

워터슬라이드는 많아?

여: 당연하지. 20개 넘게 있어.

남: 멋지다! 정보 줘서 고마워, Marie.

어휘

at dark 해질녘에     definitely ad. 분명히, 틀림없이     info n. 정보

(information)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은 새로운 워터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워터파크의 크기, 교통편, 

개장시간, 워터슬라이드 수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주차시설’이다.

총 어휘 수  142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투어 일정 변경 공지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그룹의 월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공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Overland Nature Reserve Tour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상 상태 때문에 날짜를 11월 3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imes 
Square가 아닌 City Hall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City Hall이 

훨씬 덜 붐벼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Bob and Bob’s 선정을 좋지 않다고 불평하셨기 때문에 점심은 Bob 
and Bob’s 식당이 아닌 High Street Market에서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오전 8시에 출발할 것이고, 투어는 정오에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휘

conference n. 회의     announcement n. 공지, 공고     due to 
~ 때문에     make it easy to V ~하는 것을 쉽게 하다     organize v. 

조직(준비)하다     eatery n. 식당     complaint n. 불평, 불만

정답  3  

문제풀이

많은 사람들이 Bob and Bob’s가 좋지 않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High 
Street Market에서 식사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점심 식사는 Bob and Bob’s에서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14

12  도표

소재  도쿄에서 묵을 호스텔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도쿄에 머무를 수 있는 호스텔이 참 많네. Water Lily Inn에서 묵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여: Water Lily Inn에서?

남: 응. 내 친구 Paul도 작년 도쿄에 왔는데 여기를 추천해 주더라고.

여: 좋은데 시외잖아. 할 게 많은 시내에 있고 싶어.

남: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어때?

여:  좀 비싼 것 같지 않아? 우리 좀 저렴하게 여행해야 해. 하룻밤에 70달러가 

싼 건 아니잖아.

남: 그래. 그럼 이 둘 중에서 골라야겠네.

여: 맞아.

남:  조식을 주는 호스텔에서 묵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본 음식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

여: 나도. 하룻밤에 5달러 정도만 비싸.

남: 그럼 우리가 묵을 호스텔을 찾은 것 같네.

14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9



어휘

hostel n. 호스텔     shoestring budget 최소의 생활비, 저렴한 생활비     

cuisine n. 요리, 음식     <문제> suburb n. 교외, 시외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시내로 하고 싶다고 했고, 하룻밤에 70달러는 비싸다고 했으므로 

남은 선택은 4 번과 5 번이다. 그 중에 아침식사를 주는 곳으로 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39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좋아하는 배우와의 우연한 만남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아침에 일하러 오는 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너는 생각조차 

못 할 거야.

남: 모르겠는데. 말해 줘.

여: Randy Newton이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보았어! 

남: Randy Newton, 배우 말이야? 

여: 응. 너도 알다시피 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남: 와! 정말이야? 직접 보니까 그가 다르게 보이니?

여: 그는 여전히 잘 생겼지만 TV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키가 작아.

남: 그에게 무슨 말을 했어?

여: 나는 사인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남:  그는 다가오는 팬들의 접근 없이 조용하게 개를 산책시키고 싶었을 거라 

생각해.

여: 응, 그는 서두르는 것 같았어. 그는 꽤 빨리 걷고 있었거든.

남: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니 잘했어. 유명한 사람들은 감당해야 할 것이 

많잖아.

여:  5  맞아. 나는 그의 팬이라서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어휘

walk v. 걷게 하다, 산책시키다, 걷다     autograph n. 서명, 사인 
bother v.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approach v. ~에 접근하다, 다가가다 
rushed a. 서두른, 성급한     celebrity n. 유명인     

<문제> hang out with ~와 시간을 보내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길에서 좋아하는 배우를 보았지만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인을 

받지 않았는데 남자는 그를 방해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은 5  ‘맞아, 나는 그의 팬이라서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너무 좋다! 걷기는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어.

2  나는 좀 슬퍼. 뛰어가서 그에게 이유를 말하고 싶었거든.

3  아니야, 나는 그가 너와 함께 걷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4  그래, 네가 옳아. 그는 항상 팬들이랑 시간을 보내.

총 어휘 수  136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연설에 대한 대화

듣기 대본 해석

여:  믿을 수가 없어, Paul! Michael Sandel이 다음 주에 우리 학교 강당에

서 연설을 한대!

남: 정말?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들 중 한 분이야.

여: 나도 그래, 나 정말 흥분돼. 그의 책인 JUSTICE 읽어봤니?

남: 응, 난 정말 감명받았어. 넌 어때?

여:  맞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야. 연설 전에 그 책을 다시 읽을 

거야. 

남: 좋은 생각이야. 두 번 읽을 가치가 있어.

여: 연설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까?

남: 아마도. 질문이 있니?

여: 응. 나는 질문이 많아. 난 특히 그의 대학생 시절에 대해 묻고 싶어.

남: 5  네가 정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 같아.

어휘

auditorium n. 강당     impress v. 깊은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 
session n. 시간(기간)     <문제> cancel v. 취소하다     

come up with the idea (생각이나 해답 등을) 찾아내다(내놓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다

정답  5  

문제풀이 

다음 주에 있을 Michael Sandel 연설에 대한 대화이다. 질문이 많다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대답은 5  ‘네가 정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 같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미안하지만, 연설이 취소되었어.

2  연설에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3  너에게 내 대학 시절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4  책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어?

총 어휘 수  115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아버지의 새집 만들기

듣기 대본 해석

남:  Laura의 아버지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새집을 만들고 

이것들을 팔아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Laura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결국 Laura는 아버지가 한동안 새집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취미 생활을 포기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집을 더 만들고 싶지만 Laura의 남동생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Laura는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가 남동생을 

돌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aura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것은 무엇일까요?

Laura:  1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안 그를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어휘

take up 시작하다     donate v. 기부하다     profit n. 이익, 수익 
charity n. 자선단체     community n.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 look after 돌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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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Laura는 아버지가 새집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 아빠가 남동생을 돌보느라 새집을 만들지 못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남동생 돌보는 것을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려 하므로 정답은 1  ‘걱정

하지 마세요. 한동안 그를 제가 돌볼 수 있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괜찮아요. 새집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3  문제 없어요. 분명 조만간 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4  죄송한데, 저녁에 이미 선약이 있어요.

5  저는 정말로 새집 만드는 방법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총 어휘 수  120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레몬의 효능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저는 레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들 중 대부분은 칵테일이나 레모네이드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쁘고 

노란 과일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레몬은 비타민C와 구연산의 

보고입니다. 둘째, 레몬 껍질은 심장병에 대항해 자연스럽게 싸울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레몬을 하나씩 먹으면 

여러분의 피부가 밝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은 

소화불량에 정말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많이 한 후,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여러분이 먹은 그 음식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레몬은 좋은 것이고 가능할 때마다 여러분의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휘

citric acid 구연산     peel n. 껍질  v. 껍질을 벗기다(깎다)     contain 
v. 함유하다, 담고 있다     a variety of 다양한, 여러 가지의     chemical 
n. 화학물질  a. 화학의, 화학적인     heart disease 심장병     

indigestion n. 소화불량     squeeze v. 짜다, 짜내다     process v. 

처리하다     <문제> promote v. 홍보하다

정답  16 5    17 3

문제풀이

16  여자는 레몬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차례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5  ‘레몬의 건강상 이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이다. 

17  레몬이 주는 건강상 이점이 비타민C의 공급, 심장병에 대항, 피부 개선 효과, 

소화불량에 도움이 순서대로 언급되었지만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  ‘항암 효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새로운 레모네이드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2  레몬으로 어떻게 요리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3  사람들에게 과도한 레몬 섭취에 대해 경고하려고

4  사람들에게 레몬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여주려고

총 어휘 수  122

DICTATION ANSWERS

01  I’m looking forward to

02   in a good mood

03   add salt to their laundry / by preventing the dye from 
being / wash them by hand

04   going on a diet / eat too much junk food / lead to a 
heart attack / not to lose weight, but to change your 
eating habits

05   he’s seriously injured / has a broken leg / take care of 
him 

06   doing our best / as we discussed / on the lockers

07   get rid of some players / Th at sounds like a decent idea / 
let him know / as soon as possible

08  got off  the phone / past its warranty date / treat us so 
poorly

09  need my shoes repaired / rubber on the soles is coming 
loose / seems a little expensive

10  as big as Central Park / take you there from the terminal / 
a lot of water slides / more than twenty

11   monthly conference / Due to weather conditions / 
much less crowded / as scheduled

12   outside of the city / on a shoestring budget / curious 
about Japanese cuisine

13   You’ll never guess / look diff erent / walk his dog in 
peace

14   give a speech / was really impressed with / It’s worth 
reading a second time / ask him about his time 

15   donates the profi ts to charity / is proud of her father / 
asks her father if / taking care of Laura’s younger 
brother 

16-17  a wonderful source of / fi ght against heart disease / 
make your skin bright / help your bo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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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의 태국 여행

듣기 대본 해석

여: 태국 잘 갔다 왔어?

남: 응. 궁전이랑 해변이 모두 멋있었어.

여: 스쿠버 다이빙 했어?

남: 2  물론이지. 정말 아름다웠어.

어휘

palace n. 궁전

정답  2  

문제풀이

태국 여행에 다녀온 남자에게 여자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냐고 물어보았으므로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2  ‘물론이지, 정말 아름다웠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너 수영 못 하지 않아?

3  해변가들이 정말 좋았어.

4  다음 번엔 같이 가자.

5  응,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어.

총 어휘 수  29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반복된 지각

듣기 대본 해석

남: Amanda, 또 20분 늦었군요.

여: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교통이 좋지 않아요.

남: 그래요, 하지만 이번 달에 네 번이나 늦었어요.

여: 3  알았어요. 다시는 늦지 않도록 할게요.

어휘

fault n. 잘못, 책임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늦은 이유를 말하지만 남자는 이번 달에 네 번이나 늦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여자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3  ‘알았어요. 다시는 늦지 않도록 

할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제가 버스를 탈 수 있어서 운이 좋아요.

2  제가 정시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어요.

4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5  당신의 도움 덕분에 저는 집에 일찍 갈 수 있을 거예요.

총 어휘 수  36

03  담화 목적

소재  경기장 보수

듣기 대본 해석

남:  선수들, 안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최근의 날씨로 인해 우리 경기장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돕는다면 우리는 오늘이 가기 전에 경기장을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현재 잔디에 구멍이 생겨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중 

몇 명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코치실에서 삽과 다른 장비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terrible a. 엉망인, 끔찍한     recently ad. 최근에     fix up ~을 

수리하다     turf n. 잔디     get injured 부상을 당하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shovel n. 삽     

equipment n. 장비, 용품     cooperation n. 협력, 협조

정답  2  

문제풀이

남자가 훈련 시설의 상태가 엉망이니 모두 도와서 좋은 상태로 만들자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훈련 시설 보수에 도움을 요청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03

04  요지

소재  문제를 제때 조치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Sam. 어디 가는 중이세요?

남: 제 차 범퍼에 페인트 다시 칠하러 정비소에 가고 있어요.

여: 사고 났나요?

남: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6개월 전쯤에 차가 조금 긁힌 것을 봤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무시했었죠. 

여: 정말이요? 긁힌 부분이 커졌겠네요.

남: 물론이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녹이 슬기 시작하더니 퍼지고 있어요.

여: 그렇군요. 처음 알았을 때 고쳤어야 했는데.

남: 알아요.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 이제는 범퍼 전체를 고쳐야 하네요, 그렇죠?

남: 네. 오래전에 그 문제를 신경 썼어야 했는데.

여: “제때의 한 바늘이 뒤의 아홉 바늘을 덜어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 맞아요, 이제 알겠네요.

어휘

head v. 가다, 향하다     scratch n. 긁힌 자국     ignore v. 무시하다 
rust n. 녹  v. 녹슬다     spread v. 퍼지다, 확산되다     fix v. 수리하다, 

고치다     notice v. ~을 알다, 의식하다     turn out as bad as ~만큼

(일이) 나빠지다     take care of ~에 신경을 쓰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제때의 바늘 한 번이 아홉 바늘을 던다 

정답  4  

문제풀이

6개월 전쯤 범퍼에 생긴 작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아 녹이 슬고 긁힌 곳이 

커져서 범퍼 전체를 고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답은 4  ‘문제가 생기면 심각

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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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미용실에서의 대화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Rachel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 안녕하세요, Richard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가게가 참 좋군요.

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달에 개업해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남:  예, 제 아내가 2주일 전에 이곳에 왔었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받은 서비스를 

매우 맘에 들어 했어요.

여:  음,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Richard 씨?

남: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만 머리카락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여: 좋아요. 그럼 같은 스타일로 짧게만 해드릴까요?

남: 예, 좋습니다.

여: 그렇게 할게요. 먼저 머리를 감겨 드리면 어떨까요?

남: 좋습니다.

어휘

extreme a. 극단적인, 특별한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에게 머리를 자르려고 가게에 온 상황이므로 3  ‘미용사 — 손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06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Jason. 요즘 어때?

남: 안녕 Maria, 들어와. 앉아. 어지러져 있어서 미안. 

여: 괜찮아. 좀 바빠 보이는데. 

남: 그렇게 바쁘진 않아.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 

여: 멋지다. 책상에 뭐가 많네. 머그잔 멋있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니? 

남: 보통 점심 먹은 후에 마셔. 

여: 좋네. 네 컴퓨터도 정말 맘에 드는데. 

남:  고마워. 모니터를 하나 더 사려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로는 내 일을 전부 

하기 힘들거든. 

여: 그렇구나.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멋져 보이네. 어떤 책을 읽고 있어? 

남: 이 어휘책을 편집하려 하고 있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네.

여: 참 안됐구나, 그래도 잘 되길 바래. 그냥 인사하고 싶었어. 

남: 만나서 반가웠어, Maria.

어휘

mess n. 어수선함, 혼잡     edit v. 편집하다, 수정하다     frustrating a. 

좌절감을 주는

정답  3  

문제풀이 

대화 중에 남자가 모니터 하나로는 일을 하기 힘들어서 하나 더 사려 한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모니터가 두 개이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29

07  부탁한 일

소재  할로윈 의상 정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Happy Halloween, Charlie! 아이언맨 의상 멋진데.

남: 고마워 Tammy. 그런데, 파트너가 필요해. 헐크같이 차려 입지 않을래?

여: 근데 난 여자잖아. 헐크는 남자라고.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남:  헐크 자체가 이미 이상해 보이잖아! 네가 여자라서 그 의상이 더 낫고 더 

독특하게 보일 거야. 

여: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대신 캡틴 아메리카가 되면 안 될까?

남: 안 돼.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서로 좋아하지 않아.

여: 그래 맞아. 네가 나를 도와주면 헐크 의상을 입을게.

남: 좋아! 시작해보자! 너무 흥분되는 걸!

어휘

costume n. 의상     though ad. (문장 끝에 와서) 그렇지만, 하지만 
dress up 차려 입다     weird a. 이상한, 별난     unique a. 독특한 
suppose v. 생각하다     instead ad. 대신에     no way 결코 아니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헐크 의상을 입으면 더 독특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상을 입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1  ‘헐크처럼 옷을 입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어벤져스 영화 보기

3  남자에게 할로윈 사탕을 주기

4  남자가 의상 만드는 것 돕기

5  캡틴 아메리카 의상 입기

총 어휘 수  101

08  이유

소재  책을 돌려주지 않는 선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Alex. 무슨 일이니?

남: 체육관으로 가는 길이야.

여: 그런데, 기분이 우울해 보이네. 잘못된 일이라도 있어?

남: 응. 너 Joey라고 선배 알지?

여: 그런 것 같은데 왜?

남: 그한테 굉장히 화가 나있어. 

여: 그가 무엇을 했는데?

남: 그가 내 수학책을 빌려가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어.

여: 지금까지 안 돌려줬다고? 몇 주전에 빌려간 거 아니었어?

남:  맞아. 매 수학시간마다 내가 수학책을 갖고 가지 않은 것에 구실을 만들어야 

해서 정말 난처해.

여:  내 생각에는 그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그와 이야기 해볼게. 그가 내일 

확실히 돌려주게 할게.

남: 고마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휘

senior n. 선배, 연장자     embarrassing a. 난처한, 당혹스러운     

make up an excuse 구실을 만들다     responsible a. 책임감 있는

정답  4  

15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3



문제풀이 

Alex는 선배 Joey가 수학책을 빌려간 지 몇 주가 지났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화가 나 있으므로 정답은 4  ‘선배가 빌려 간 책을 돌려주지 않아서’이다.

총 어휘 수  120

09  숫자

소재  당구 테이블 구매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당구 테이블을 찾고 있어요.

여: 네, 선택 가능한 게 많고, 심지어 몇몇 모델은 할인 중입니다.

남: 그거 좋네요. 저쪽 상판이 빨간 색인 제품은 할인 중인가요?

여: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가격은 2,000달러인데 지금 그 테이블은 20퍼센트 

할인을 해 드립니다.

남: 좋네요. 그걸로 살게요. 당구채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몇 개 생각하고 계신가요?

남: 지금 두 개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할인 중이니까 개당 29달러입니다. 두 개를 

사시면, 덤으로 하나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남: 너무 좋네요!

어휘

billiards n. 당구     on sale 할인 중인, 판매되는     actually ad. 실제로 
pool cue (당구의) 큐, 채     throw in 덤으로 주다    free of charge 
무료로     fantastic a. 환상적인, 기막히게 좋은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상점에서 당구대를 구입하는 상황이다. 당구대의 원래 가격은 2,000달러 

인데 20퍼센트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므로 1,600달러이고 채는 각 29달러인데 

2개 구입한다고 했으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3  ‘$1,658’이다.

총 어휘 수  110

10  언급 유무

소재  뉴욕의 호텔 예약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아직도 인터넷 하고 있어요?

남: 네. 아직도 뉴욕의 호텔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 예약하려고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공원 근처의 호텔 찾아보세요.

남: 무슨 공원이요?

여: Central Park요. 공원에서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요. 

      거기에서 도시를 돌아다니기도 편리해요. 

남: 좋아요. 난 수영장도 있는 곳에서 머물렀으면 해요.

여: 그 생각 맘에 드네요. 전망도 좋은 방을 찾아보아요.

남:  좋아요. 무선 인터넷은 어때요? 와이파이가 갖춰진 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 물론이죠! 우리 이메일을 체크하고 블로그를 업데이트 해야죠.

남: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방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해요.

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요.

어휘

convenient a. 편리한    view n. 전망    wireless internet 무선 인터넷     

absolutely ad. 전적으로, 틀림없이    requirement n. 요구사항, 필요조건

정답  2  

문제풀이

두 사람이 호텔을 정하는데 호텔의 위치, 수영장 여부, 좋은 전망, 와이파이 

여부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요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2  ‘요금’이다.

총 어휘 수  133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도보와 자전거로 등교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모두들 매일 어떻게 학교에 등교하는지에 대해 말

하고 싶습니다. Better Youth Group은 젊은이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거의 3분의 2가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아침에 뇌를 

활발하게 하고 그날 하루를 위해 뇌를 준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도보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도록 권장하는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서 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삶을 장려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안전 장비들을 무료로 한 학기 동안 제공받을 것입니다.

어휘

recent ad. 최근의     nearly ad. 거의     ahead ad. 앞으로, 앞에 
develop v. 발전시키다     promote v. 증진시키다, 장려하다     

cut down on ~을 줄이다     emissions n. 배기가스     safety gear 
안전 장비     free of charge 무료로     semester n. 학기

정답  5  

문제풀이

Better Youth Group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며 도보와 

자전거로 등교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이다.

총 어휘 수  111

12  도표

소재  믹서기 고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스무디 만들려고 새 믹서기 사려고 하고 있었잖아? 그게, Fat Panda’s 

가전제품에서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어.

남: 그렇구나. Blendmate 브랜드 믹서기로 사자.

여: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Alyssa가 그거 썼는데 한 달 뒤에 고장 났잖아.

남: 그렇구나. 그럼 Kitchen Culture 제품으로 사야겠네.

여: 응, 인터넷 리뷰가 좋더라.

남: 얼마 정도 쓸 생각이야?

여: 100달러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남: 동감이야. 믹서기 사는 데 그것보다 더 쓰는 건 이해가 안 돼.

여: 여기 둘 중에서 더 큰 거 사자.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믹서기에 한해서는 큰 게 좋은 것 같아.

여: 15달러 더 비싸겠지만 그 정도 값어치는 있을 것 같아.

남: 그래. Fat Panda’s 가서 그거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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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blender n. 믹서기     afford v. 여유가 되다     justify v. 정당화하다, 

합리화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이 먼저 Kitchen Culture 제품으로 선택했고 100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3 번과 5 번이 남게 된다. 둘 중에서는 사이즈가 큰 것으로 

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3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늦은 이유

듣기 대본 해석

남:  Stenney,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좀 늦었군요.

여:  건강 검진을 위해 의사한테 갔었어요. 의사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남: 알았어요. 피곤해 보여요. 

여: 다 괜찮아요. 그냥 정기 검진이었어요.

남: 음, 다 괜찮다니 기쁘네요. 

여: 사실 제가 아직 결과는 못 들었지만 의사가 특별한 것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남: 기뻐요. 당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해요.

여: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남: 맞아요. 건강이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해요.

여: 그럼요. 어쨌든, 늦어서 미안해요.

남: 4  걱정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휘

checkup n. 건강 검진     fatigued a. 심신이 지친, 피로한     routine 
a. 정례적인, 일상적인     out of the ordinary 특이한     absolutely 
ad. 틀림없이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아침에 건강 검진을 받느라 늦었다고 설명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늦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대답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4  ‘걱정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

세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전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2  전 치아에 문제가 있어요.

3  조만간 의사한테 가보길 추천해요.

5  의사로부터 결과를 아직 못 받았어요. 

총 어휘 수  114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가 아이스하키팀 평가시험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Kevin! 아이스하키팀에 도전해 볼 거야?

남: 생각 중인데 잘 모르겠어. 내가 팀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  왜 아니겠어? 넌 좋은 선수라고. 그들이 너를 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야. 

남:  그래, 하지만 지난 번에 내가 시도했을 때, 비참하게 실패했어. 다른 사람들이랑 

연습을 많이 안 해서 패스가 그다지 좋지 않아. 

여:  나한테 생각이 있어. 평가 시험 전에 나랑 같이 연습하자. 내가 너 패스 

연습하는 걸 도와줄게.

남: 좋은 생각이야, 근데 또 실패하면 어쩌지? 나 정말 창피할 것 같아.

여:  걱정 하지마. 넌 그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난 네가 낭패 볼 일 

없다는 걸 알아. 

남: 내가 정말 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여: 2  네가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알 수 없지.

어휘

make the team 팀에 들어가다     accept v. 받아들이다     miserably 
ad. 비참하게     tryout n. (스포츠의) 평가(적격) 시험     what if ~면 

어쩌지?     embarrassed a. 창피한, 당황스러운     confident a. 

자신감 있는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아이스하키팀 평가 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Kevin에게 

패스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시도해보도록 격려하고 있다. 남자는 마지막에 자신이 

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자에게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므로 해봐라’는 의미의 2  ‘네가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알 수 없지.’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가 또 실패했다니 믿기지 않네.

3  미안하지만 난 평가 시험에 갈 수 없어.

4  누가 그 팀을 만들었는지 넌 아예 짐작조차 못할 거야.

5  맞아. 난 팀에 가입할 거야.

총 어휘 수  133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e-pal 친구끼리 상대방 나라 방문

듣기 대본 해석

남:  Mike는 한국인 친구 Joe를 사귀었는데, 그들은 인기 있는 이메일 친구 

만들기 사이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난 4년동안 인터넷 상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작년에 Mike는 미국에 있는 

자기 집으로 Joe를 초대했습니다. Mike는 Joe에게 그의 고향을 구경시켜

주었고, 그를 그의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Joe는 보답을 하고 싶어 

여름 방학 때 Mike를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Mike는 Joe가 다니는 

학교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Joe는 교장선생님 Lee께 Mike가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Joe가 Lee 선생님께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Joe:  교장선생님, 4  제 외국인 친구가 학교를 방문하도록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요?

어휘

popular a. 인기 있는     e-pal n. 이메일 친구     chat v. (인터넷 상에서) 

채팅 하다, 대화를 나누다     introduced A to B A를 B에게 소개하다

return the favor 은혜를 갚다, 보답하다     permission n. 허가, 허락     

principal n. 교장 선생님 

정답  4  

문제풀이

Joe는 미국인 친구 Mike가 자신의 학교에 와보고 싶어 하자, 교장선생님에게 

Mike의 학교 방문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 Joe가 교장

선생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제 외국인 친구가 학교를 방문하도록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요?’이다. 

15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5



76  

오답 보기 해석

1  제 친구 Mike를 선생님과 머무르게 해도 될까요?

2  이번 겨울 방학 때 무슨 계획 있으세요?

3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써도 될까요?

5  제가 겨울 방학 동안 미국으로 여행가도 될까요?

총 어휘 수  119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자원봉사자 모집

듣기 대본 해석

남: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부회장 Tom Robbins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알다시피 저희는 이번 주말에 노인 전용 아파트에 

방문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거주자 

분들에게 음식을 차려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학생들도 찾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게임을 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체스나 체커스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설에 있는 노인 분들의 그리기 수업에 함께 참여할 몇 명의 

예술 학생들을 찾습니다. 만약 이 중 어떤 것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금요일 하교 전까지 학생회실로 와주세요. 커뮤니티 멤버들은 여러분의 

공헌에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휘

vice president 부회장     student council 학생회     volunteer n. 

자원봉사자  v. 자원봉사를 하다     resident n. 거주자     perform v. 

연주하다, 공연하다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senior citizen 
노인, 어르신     facility n. 시설     appreciate v. 고마워하다     

contribution n. 공헌, 기여

정답  16 4    17 5     

문제풀이

16  학생회장이 노인정 방문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면서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담화의 목적은 4  ‘노인정 방문행사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이다.

17  남자는 음식 준비, 음악 연주, 체스와 체커스, 그림 그리기는 언급했지만 

노래 부르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노래 부르기’이다.

총 어휘 수  140

DICTATION ANSWERS

01 do any scuba diving

02   you’re twenty minutes late / four times this month

03   in terrible condition / get the fi eld in good condition / 
may get injured / provided you with shovels

04   have my bumper repainted / began to rust, and the 
rust spread / as bad as this / A stitch in time saves nine

05   loved the service she got / great to hear / keep the 
same style

06   Sorry for the mess / playing a game on my tablet / really 
been frustrating me

07   dress up like Th e Hulk / even better and more unique / 
Let’s get started on

08  you look a little down / a couple of weeks ago / make 
up excuses about / have a talk with him

09  we have a lot to choose from / I only need two for now / 
free of charge

10  book one tonight / It is also convenient / update our 
blog

11   get the brain active / encourage walking or riding 
bikes / cut down on automobile emissions / be provided 
with safety gear

12   we’d better go with / can aff ord up to / in the case of 

13   told me not to drink / It was just a routine checkup /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 I’m sorry for being late

14   try out for / I can make the team / stupid of them / 
what if I fail again 

15   chatted on the Internet / return the favor / would like 
to ask permission

16-17  at the end of the week / serve food to the residents / 
can play a musical instrument / appreciate your 
contribution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의 맛있는 요리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 네가 만든 파스타 소스 정말 좋았어.

남: 고마워.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여: 맞아. 이 요리 어디서 배운 거야?

남: 1  우리 할머니가 조리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휘

amazing a. 놀라운     impressed a. 감명을 받은     <문제> oregano 
n. 오레가노(허브의 일종)

정답  1  

문제풀이

파스타 요리를 어디서 배웠냐는 여자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1  ‘우리 할머니가 조리법을 가르쳐 주셨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토마토 소스에 바질이랑 오레가노를 넣은 거야.

3  이건 내가 만들기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야.

4  이 파스타 소스는 건강에 무척 좋아.

5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맛이야.

총 어휘 수  34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휴일에 한 일

듣기 대본 해석

남: 지난 휴일에 어디 여행 다녀왔니?

여: 아니. 특별한 곳은 다녀오지 않았어.

남: 그럼 공부했어?

여: 5  아니, 엄마가 편찮으셔서 여동생들을 돌봐야 했어.

어휘
<문제> full scholarship 전액 장학금     semester 학기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휴일에 특별한 곳에 다녀오지 않았다 했고 남자는 그러면 공부를 했는지 

물었다. 그에 적절한 여자의 대답은 5  ‘아니, 엄마가 편찮으셔서 여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응,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

2  디즈니랜드에 다녀왔어.

3  다음 학기에 전액 장학금이 필요해.

4  응. 할머니, 할아버지랑 괌에 여행 다녀왔어.

총 어휘 수  34

03  담화 주제

소재  잔디 관리와 환경과의 관계

듣기 대본 해석

남: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은 녹색의 건강한 잔디를 갖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건강한 잔디가 환경적인 이점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돌봐지는 잔디는 다양한 벌레와 곤충을 모으고, 결국 새나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또 빽빽한 잔디는 침식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잔디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꿈으로써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잔디가 푸르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잔디를 

잘 돌보십시오. 훌륭한 잔디는 여러분의 집을 보기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휘

lawn n. 잔디     environmental a. 환경적인     benefit n. 이점, 혜택 
worm n. 벌레     insect n. 곤충     thick a. 빽빽한, 두꺼운     erosion 
n. 침식     in addition 게다가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oxygen n. 산소     be sure to V 꼭(반드시) ~하다

정답  3  

문제풀이

잔디를 잘 가꾸면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토양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며 

공기를 정화한다는 예를 들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잔디 관리가 환경에 주는 

영향’이다.

총 어휘 수  93

04  의견

소재  실내 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여: 그냥 그랬어. 평소처럼. 근데 여기 냄새 좀 이상해.

남: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여: 창문 열고 통풍 좀 시키자.

남: 창문 열기엔 밖이 좀 추운 것 같진 않아?

여: 환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남: 무슨 말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여:  그래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여기 있는 세균이랑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

남: 바깥 공기가 오히려 세균이랑 먼지 더 많지 않아?

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깥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깨끗해. 그래서 

가끔씩 환기가 필요한 거야.

남: 그렇겠네. 창문 좀 열고 올게.

어휘

weird a. 기이한, 이상한     circulation n. 순환     get rid of ~을 

없애다     germ n. 세균     ventilation n. 통풍, 환기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날씨가 춥다는 남자의 말에도 냄새, 세균 및 먼지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30

16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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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선수를 격려하는 코치

듣기 대본 해석

여: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남: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여: 저는 감독님이 저에게 기술에 대해 해주신 충고를 사용하지 못 했어요.

남: 너는 지난 해 우승자와 싸웠어. 그걸 감안하면 잘 한 거야.

여: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해요.

남: 나는 네가 이번 시합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라.

여: 정말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많은 경험을 얻었어요.

남: 좋아. 이제 당분간 쉬렴.

여: 네, 그럴게요. 저는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남: 좋은 걸. 나는 네가 여행 간 동안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짤 거야.

여: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려요. 선생님께 배운 것은 

저에게 행운이에요.

남: 나는 네가 도전자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즐거웠단다.

어휘

be up against (시합이나 경쟁에서) ~와 맞서다, ~와 겨루다(싸우다)     

appreciate v. 고맙게 생각하다     match n. 경기, 시합     gain v. 얻다, 

(경험을) 쌓다     take it easy 마음을 편하게 가지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생각 등을) 내놓다     competitor n. 경쟁자, 도전자     

<문제> referee n. 심판     athlete n. 운동선수

정답  2  

문제풀이 

경기 후, 낙담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잘했다고 말해주고 이번 시합에서 많은 것을 

얻었기를 바란다는 것과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짠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여자는 운동선수이고 남자는 코치인 것이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은 2  ‘운동선수 — 코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코치 — 심판

3  아버지 — 아들

4  상사 — 직원

5  아이돌 — 파파라치

총 어휘 수  129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튤립 정원에 갔던 사진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Mike. 이번 주말에 뭐했어요?

남: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튤립 정원에 갔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볼래요?

여: 와, 튤립의 모든 색들이 멋지네요.

남: 네, 거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 이분은 아내인가요? 벤치에 앉아있는 게 아주 편안해 보여요. 

남: 네, Kate예요. 

여: 벤치 옆에 서 있는 소년은 누구죠?

남:  제 아들 Tom이에요. 그리고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는 작은 소녀는 딸 

Susan이고요.

여: 그들은 너무 귀엽네요.

남: Susan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강아지는 Sebastian이에요.

여: 오, 보지 못했네요! 매우 사랑스럽네요!

남: 그렇죠? 강아지가 Susan을 제일 좋아해요.

여: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이에요.

어휘

wag v. 흔들다     heartwarming a.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답  5  

문제풀이 

대화에서 강아지가 Susan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정원 주변을 달리고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12

07  부탁한 일

소재  USB 빌리기

듣기 대본 해석

남: Mary, 지금 뭐하니?

여: 안녕, Bill. 내가 새 컴퓨터를 샀는데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어.

남: 무슨 문제인데?

여:  나는 너무 바보 같아. 내 USB를 직장에 두고 왔는데 내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야 할 때 필요해. 너 혹시 하나 가지고 있니?

남: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네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만큼 용량이 충분할지 

모르겠어. 

여: 용량이 얼만데?

남: 25기가인 것 같은데.

여: 25기가면 나에게 충분해. 내가 네 것 사용해도 될까?

남: 전혀 문제없어, 여기 있어.

여: 정말 고마워.

남: 아니야. 다른 것도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

여: 고마워, Bill. 

어휘

what are you up to? 뭐하고 있니?     by chance 혹시, 우연히 
store v. (메모리 등을 저장장치에) 저장하다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hesitate v. 망설이다, 주저하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컴퓨터를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를 백업할 USB를 빌릴 수 있는지 

남자에게 묻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USB 빌려주기’이다.

총 어휘 수  116

08  이유

소재  학교 재즈콘서트에 못 가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Tommy,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재즈콘서트가 열린다고 말한 거 기억하고 

있지? 기대되지 않아?

남: 갈 수 있었으면 기대하겠지.

여: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발목이 아파?

남: 아니. 발목은 괜찮아.

여: 아, 그럼 Lincoln 선생님 시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남: 아니. 시험은 수요일에 이미 봤어.

여: 그럼 왜 못 오는 거야? 정말 재미있을 텐데.

남: 정말 가고 싶지만 가족끼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야 돼.

여: 그렇구나. 너희 부모님께는 네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

남: 당연하지. 어쨌든 이제 집에 가야 돼. 재즈콘서트 재미있게 다녀와.

78  



어휘

put on (행사를) 조직하다, 개최하다     ankle n. 발목     bother v. 

괴롭히다, 신경 쓰이게 하다     absolutely ad. 그럼, 물론이지     head v. 

~로 향하다, 가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주말에 열리는 학교 재즈콘서트에 대해 신나 있지만 남자는 부모님과 

등산을 가야 해서 콘서트에 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4  ‘가족과 등산을 

가기로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17

09  숫자

소재  식료품점 시간제 일자리

듣기 대본 해석

남: Ann, 식료품점에서 하는 일은 어떠니?

여: 나쁘지 않아요, 아빠. 보수도 좋아요.

남: 오, 그래? 얼마인데?

여:  시간당 10달러를 받아요. 이번 달에 급료가 올랐어요. 노동부가 고용주들

에게 시간제 급료를 늘리도록 권고했거든요.

남: 잘 되었구나! 한 달에 며칠을 그곳에서 일하니?

여: 한 달에 20일이요.

남: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니?

여: 여섯 시간이요.

남: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들리는구나.

여:  그래요. 하지만 일이 힘들어요. 보통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해야 하거든요.

남: 그래도 너는 그 일에 만족해야 한단다.

여: 네. 저의 근무 조건이 친구들의 조건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어휘

grocery store 식료품점     part-time a. 시간제의     pay rate 
급료, 단위시간당 임금     on one’s own 혼자서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한 달에 20일 일하고 하루에 여섯 시간 동안 일하며,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은 3  ‘$1,200’이다.

총 어휘 수  108

10  언급 유무

소재  합창단 오디션에 지원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Cori, 내가 너에게 학교 합창단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었니?

여: 그래, 기억해. 금방이니?

남: 응, 이번 주 토요일이야.

여: 그렇구나. 네가 필요하면 내가 너를 학교까지 태워 줄 수 있어.

남: 괜찮아. 엄마가 이미 나를 태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 좋아. 네가 합창단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래. 

남:  사실 난 조금 걱정돼. 오디션을 보는 학생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 할 것 같아.

여: 나는 그것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해. 너는 노래를 매우 잘하잖아.

남: 고마워. 나는 실수를 할까 봐 걱정돼.

여:  글쎄, 누구나 실수를 하지. 만약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멈추지 마. 그냥 

계속 노래를 불러. 만약 네가 멈춘다면 그것이 너를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남: 조언해줘서 고마워. 

어휘

try out for (팀원ㆍ배역 선발 등을 위한 경쟁에) 지원하다     choir n. 

합창단     give ~ a ride ~을 태워다 주다     get a spot on ~에서 한 

자리를 맡다     keep ~ing 계속해서 ~하다     unconfident a. 자신감이 

없는

정답  4  

문제풀이

합창부 오디션에 관한 요일, 장소, 오디션 참가 인원과 실수 시 조언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지원할 파트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4  ‘지원할 파트’이다.

총 어휘 수  12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일각고래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 중 하나인 일각

고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각고래는 굉장히 독특한 중간 크기의 

고래입니다. 그것은 보통 4에서 5.5미터 정도로 자라고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래는 추운 기후에서 살아남고, 북쪽 바다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그린란드,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발견됩니다. 일각고래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정수리에서 튀어나와 유니콘 뿔처럼 생긴 엄니입니다.

그것들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주로 야생에서 

짝을 찾기 위해 뿔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신비한 생물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휘

unique a. 독특한, 특별한     up to (특정한 수ㆍ정도 등) ~까지     

survive v. 살아남다, 생존하다     climate n. 기후     feature n. 특징     

tusk n. 엄니 (크고 날카롭게 발달하여 있는 포유류의 이)     protrude v.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horn n. 뿔     rarely ad. 좀처럼 ~ 하지 않는, 

드물게     aggressively ad. 공격적으로     mate n. 짝, 친구, 배우자     

in the wild 야생에서 

정답  5  

문제풀이

뿔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짝을 찾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뿔은 주로 공격을 위해 사용한다.’이다.

총 어휘 수  113

12  도표

소재  연설과 발표 스케줄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 오랫동안 계셨나요?

여:  저 여기 30분 전에 왔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제 발표를 좀 연습하고 

싶었어요.

남: 네, 박사님은 발표할 정보가 꽤 많아요. 발표가 많이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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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솔직히 좀 긴장되지만 그것을 해낼 준비가 됐어요. 제가 점심 전에 발표

해서 기뻐요.

남: 좋네요. 그래서 Rice박사님 전에 발표하시는 거죠?

여: 맞아요.

남: 저는 그 분의 연설을 듣는 것도 기대돼요.

여:  그녀는 훌륭한 심리학자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 보다 제 주제가 지루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가 “심리학에서의 발전” 바로 다음에 

할 거잖아요.

남: 청중들이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휘

present v. 발표하다, 제시하다, 주다     look forward to ~를 고대하다, 

~을 기대하다     nervous a. 초조한, 긴장한     get ~ over with ~을 

해내다, 끝내다     advancement n. 발전, 진보     audience n. 청중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점심 전에 발표한다고 했으므로 1 ~ 4 번 중 하나인데, Rice박사의 

발표 전이라고 했으므로 1 ~ 3 번으로 좁혀진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Advancements in Psychology” 바로 다음이라고 했으므로 여자의 발

표는 3 번이다. 

총 어휘 수  126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에게 콘서트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Brian 있나요?

남: 네, 제가 Brian입니다.

여: 안녕, Brian, 나 Julie야. 나 Kooks의 콘서트 표가 두 장 생겼어. 관심 있니?

남: 농담해? 그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중 하나야!

여: 그러면, 이번 목요일 콘서트에 가자. 저녁 7시에 시작해.

남; 목요일 7시? 오, 이런! 그때 내 동생의 역사 공부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 다른 날 도와줄 수는 없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남: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애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그와 얘기해

보고 다시 전화해 줄게.

여:  5  알겠어. 같이 콘서트에 가면 재미있을 거야.

어휘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reschedule v. 일정을 

변경(조정)하다     <문제> awesome a. 굉장한, 엄청난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콘서트 시간에 동생 역사 공부를 도와주기로 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먼저 동생한테 물어보고 여자에게 전화해주겠다고 했다. 그에 적절한 대답은 

5  ‘알겠어. 같이 콘서트에 가면 재미 있을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이번 목요일에 함께 가지 못 한다니 유감이야.

2  그에게 내 역사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줘서 고마워. 

3  그를 돕고 싶지만, 그 때는 콘서트에 가야 해.

4  문제 없어. 네 동생을 콘서트에 데려 오는 건 환영이야.

총 어휘 수  112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밤늦게 세탁기나 건조기 사용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오 미안해요. 내가 깨운 거예요?

여: 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저 소리는 뭐죠? 

남: 건조기에 빨랫감을 방금 넣었거든요.

여: 세탁을 내가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요. 

남: 꼭 깨끗하게 해야 할 다른 옷이 있었거든요. 

여:  우리 아파트에서는 밤 11시 이후에는 세탁기나 건조기를 돌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요. 

남:  알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을 꼭 준비해야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여: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이웃들이 불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거든요.

남: 2  당신 말이 맞아요. 걸어서 말릴게요.

어휘

couch n. 소파, 긴 의자     washer n. 세탁기     disturbance n. 방해, 

폐해, 소란     be on good terms with ~와 잘 지내다

정답  2  

문제풀이 

밤늦게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남편에게 여자는 이웃들이 불평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당신 

말이 맞아요. 걸어서 말릴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분명히 그들은 부탁하면 도와줄 거예요. 

3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우리 이웃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분명 자고 있을 거예요.

5  좋아요. 밤에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할게요.

총 어휘 수  125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다리 공사로 인한 지각

듣기 대본 해석

남:  Sam은 여느 때처럼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을 때, 앞에 다리가 보수로 폐쇄된 

것을 알게됩니다. 그 곳에는 많은 공사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am은 

그들 중 한 명에게 어떻게 그의 사무실까지 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공사

인부가 그에게 방향을 알려 주었지만, 그는 되돌아가야 하고 우회로로 오래된 

시골길을 택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 새로운 루트는 20분이 더 걸립니다. 

이것은 Sam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시간에 직장에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상사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Sam이 그의 상사에게 할 말은 무엇일까요?

Sam:  1  제가 오늘 일에 늦을 것 같습니다.

어휘

ahead ad. 앞쪽에, 앞에     give someone directions 길(방향)을 

알려주다     inform v. 알리다     backtrack v. (방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     detour n. 우회로     make it to work 직장에 가다     

on time 제시간에     supervisor n. 상사, 관리자, 감독관

정답  1  

문제풀이

다리 공사 때문에 직장에 늦게 도착한다고 상사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말은 1  ‘제가 오늘 일에 늦을 것 같습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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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보기 해석

2  저는 오늘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3  저는 기차를 타고 출근해야 합니다.

4  엘레베이터가 보수 중입니다. 

5  어떻게 사무실에 가나요?

총 어휘 수  111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목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최근 학생 라운지를 개조했습니다. 저희는 라운지를 여러분 모두가 

즐기고 여러분이 그 곳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가구 기부도 잘 진행되었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는 성대한 개관 파티를 하고자 하며 

행사 때 공연할 라이브 밴드도 고용했습니다. 이곳은 학생 라운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행사 때 자원봉사자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여러분께서는 행사에 무료 입장을 

하실 수 있고 무료 티셔츠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사무실에 들러서 알려주세요.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어휘

recently ad. 최근에     remodel v. 개조하다     furniture n. 가구 
donation n. 기부     go well 잘 되어가다     grand opening 개장, 

개관, 개점     hire v. 고용하다     volunteer n. 자원봉사자     

free entry 무료 입장     stop by ~에 들르다     support n. 지지, 지원

정답  16 2    17 5

문제풀이

16  남자는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 학생 라운지 개관 파티 때 일해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파티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가 된다. 

17  자원봉사를 할 행사와 행사 시 무료 입장을 한다는 것, 티셔츠를 무료로 

받는다는 것, 자원봉사 신청 방법은 언급했지만 자원봉사 시 할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은 5  ‘자원봉사 시 할 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기부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3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생 라운지를 알려주기 위해

4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5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총 어휘 수  141

DICTATION ANSWERS

01  I’m really impressed by

02   go on any trips / I didn’t go anywhere special

03   environmental benefi ts / thick grass protects dirt from 
erosion / keeping it green and healthy

04   it smells kind of weird / let in a little fresh air / let 
some air circulate / the air outside is actually cleaner

05   failed to use the advice / gained a lot of experience / 
come up with some new training programs

06   took some pictures / the little girl running around the 
garden / the puppy wagging its tail

07   setting it up / it’s big enough to store / more than 
enough for me / don’t hesitate to ask

08  is putting on a jazz concert / still bothering you / why 
don’t you come / need to head home

09  increase the part-time pay rate / Twenty a month / on 
my own / My working conditions are much better

10  trying out for / give you a ride / make the choir / it 
makes you look unconfi dent

11   medium-sized whale / up to fi ft y years / that protrudes 
out of the top

12   a lot of information to present / hearing her speak / 
more boring than the others

13   one of my favorite bands / I’m supposed to help / I can 
reschedule it

14   must’ve fallen asleep / run the washer or dryer / a 
disturbance to others / be on good terms with 

15   has been closed for repairs / gives him directions / 
make it to work on time 

16-17  Th e furniture donation went really well / give a big 
thank you to everyone / get free entry to the event / 
stop by the offi  ce

16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1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점심 약속 변경

듣기 대본 해석

남: 우리 수요일에 공원에서 점심 먹는 거지?

여: 확실하지 않아.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던데.

남: 오, 나쁜 소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여: 2  내 생각엔 우리가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

어휘

forecast n. 일기예보    <문제> reschedule v. 일정을 변경하다

정답  2  

문제풀이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수요일에 공원에서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할지 물었으므로, 여자의 대답은 2  ‘내 생각엔 우리가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는 내 우산을 빌려갔어.

3  좋아. 음식 준비를 시작할게. 

4  우리는 기상청에 들러야 해.

5  좋은 점심이었어. 다음에 또 보자.

총 어휘 수  37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주스잔 둘 때 주의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잔 네 것이니?

남: 네. 왜 그러세요?

여: Timmy, 쉽게 바닥에 주스를 흘릴 수 있거든.

남: 4  알았어요 엄마. 지금부터 더 주의를 기울일게요.

어휘

spill v. 흘리다, 쏟아지다     <문제> from now on 이제부터     careful 
a. 조심하는

정답  4  

문제풀이

엄마가 아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충고했으므로 가장 적절한 아들의 

응답은 4  ‘알았어요 엄마. 지금부터 더 주의를 기울일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좋아요. 저는 주스를 더 많이 마셔야 해요.

2  바닥에 주스를 흘리지 않도록 하세요.

3  맞아요. 주스를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5  아니요, 사실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당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총 어휘 수  28

03  담화 목적

소재  무료 게임의 날 홍보

듣기 대본 해석

남:  PLAY ME 게임 아웃렛의 멋진 모든 고객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달 우리는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무료 게임의 날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인 이번 주 일요일 우리는 여러분이 오셔서 Courts 
and Castles 시리즈의 가장 새로운 판인 Conquest를 포함해 가장 최신 

게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독점적인 사전 공개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이를 자유롭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특별판을 선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행사는 일요일 오후 12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납니다. 이 굉장한 행사에서 

여러분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

어휘

sponsor v. 후원하다     latest a. 최근의     for free 무료로 
including prep. ~을 포함하여     the newest edition 최신판 
exclusive a. 독점적인     pre-release n. 사전 공개, 시사회

pre-order v. 선주문하다     loads of 수많은     extra n. 추가되는 것 
look forward to ~ing ~을 기대하다     awesome a. 굉장한, 경탄할 

만한

정답  5  

문제풀이

매달 열리는 무료 게임의 날에 할 수 있는 게임을 소개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면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게임의 날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  ‘무료 게임의 날을 홍보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2

04  대화 주제

소재  소규모 팀 구성의 장점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Jake, 너 “two-pie rule”이 뭔지 아니?

남: 난 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뭔데?

여:  음, 그건 이상적인 팀 규모에 관한 것이야. 만약에 파이 두 개가 팀을 만족

시키지 못하면, 그 팀은 너무 큰 거야.

남: 흥미로운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팀 규모는 어떻게 되니?

여: 그 규칙에 따르면 이상적인 팀의 크기는 12명 이하라고 되어 있어.

남: 왜 그렇지?

여:  음.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 더 작은 팀 

규모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남: 내 생각엔 사람이 더 적으면 적을수록, 협력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

여: 맞아! 그리고 물론, 더 잘 협력하면 우리가 성공을 거두기가 더 쉬워.

남: 동감이야.

어휘

ideal a. 이상적인     satisfy v. 만족시키다     as the old saying goes 
옛말 그대로     too many cooks spoil the soup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속담)     solution n. 해결책     cooperate v. 협력하다  
achieve v. 성취하다     agree with ~에 동의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두 사람은 이상적인 팀 크기가 12명 이하여야 한다는 two-pie 규칙을 이야기 

하면서 소규모 팀이 해결책을 더 빨리 찾고, 협력하기 더 용이하다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소규모 팀 조직의 장점’이다.

총 어휘 수  11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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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1041717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파손된 수하물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손님.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 수하물이 파손됐어요.

남: 수하물 청구 번호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 네, 여기 있어요. 

남: 수하물이 수송 중에 파손된 것 같으세요?

여: 네, 확실해요.

남:  네, 이 파손 항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수하물이 수선될 때까지 기다리시

겠어요?

여: 그게 언제죠?

남: 수선은 꽤 시간이 걸려서요, 아마 일주나 이주 정도 걸릴 거예요.

여: 음, 그건 안 되겠어요. 저는 이 도시에 며칠만 있을 거거든요.

남:  알겠어요, 수하물을 수선해드리는 대신에 제가 손님의 다음 티켓에 대해 

30퍼센트 할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  좋아요, 그게 낫겠어요. 저는 할인을 받아들이겠지만, 취급자들이 사람들의 

수하물을 더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어요.

남:  맞습니다. 제가 담당 부장님께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님.

어휘

luggage n. 짐, 수하물     damage v. 파손하다, 손상을 주다     claim n. 

청구, 권리     transit n. 수송, 환승     absolutely ad. 틀림없이, 확실히     

fill out 작성하다, 기입하다     complaint n. 불평, 항의     fix v. 수리하다 
instead of ~대신에     <문제> delivery n. 배달     flight attendant 
승무원 

정답  3  

문제풀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여자는 자신의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공항 직원

에게 파손을 신고했고, 서로 그에 대한 변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따

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3  ‘공항 직원 — 승객’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택배기사 — 의뢰인

2  상점 직원 — 손님

4  기장 — 승무원

5  관광 안내원 — 관광객

총 어휘 수  138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파티에서의 주인 가족

듣기 대본 해석

여: 이 파티 엄청 재미있어 Jerry. 초대해 줘서 고마워. 

남: 뭘. 와 줘서 고마워. 하지만 여기가 덜 시끄러웠으면 하는데. 

여: 응. 벽에 있는 스피커 두 개가 정말 시끄러워. 

남: 주인들을 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여: 그들이 함께 있으니 정말 좋아 보인다. 그렇지? 

남:  응. 그가 그녀의 줄무늬 드레스와 어울리게 줄무늬 재킷을 입은 게 맘에 

드네. 

여: 그들의 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귀엽다. 

남: 그가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는 게 보기 좋네. 사랑스럽구나. 

여: 물론. 그 옆에 있는 것이 분명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인 것 같네. 

남: 아마 그가 나한테 자전거를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해 줬어. 

여: 정말 귀여워.

어휘

adorable a. 사랑스러운

정답  2  

문제풀이 

대화의 중간 부분에서 주인 남자는 아내의 줄무늬 드레스와 어울리게 줄무늬 

재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줄무늬 재킷이 아니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19

07  할 일

소재  바비큐 준비

듣기 대본 해석

남: Martha,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바비큐를 하는 건 어때요?

여: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어디서 해야 하죠?

남: Grand Park로 갑시다.

여: 그런데 거기는 너무 멀어요. Sunnyside Park로 가는 건 어때요?

남: Sunnyside Park도 괜찮아요.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것은 어때요?

여: 정오에 출발하는 게 어떨까요? 음식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갖게요.

남: 좋아요, 정오에 출발해요. 당신이 준비하는 데 내가 뭘 도울까요?

여: 사실 숯이랑 바비큐 소스가 필요해요. 가게에 가서 사다 줄래요?

남: 물론이죠, 내가 당장 갔다가 정오까지 돌아올게요.

여: 고마워요, 여보.

어휘

charcoal n. 숯

정답  1  

문제풀이

바비큐를 하러 공원에 갈 예정인데 음식을 준비하는 여자를 돕기 위해 남자는 

가게에 가서 숯과 바비큐 소스를 사오겠다고 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은 1  ‘숯과 바비큐 소스 사오기’이다. 

총 어휘 수  119

08  이유

소재  여자가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Kevin, 아트 센터에서의 Lincoln 선생님의 강의 어땠니?

남: 괜찮았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좀 졸았어. 너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 맞아, 하지만 오늘 갈 수 없었어.

남: Lincoln 선생님께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니?

여: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 취소를 해야만 했어.

남: 왜?

여: 음, 내가 주말에 커피숍에서 일한다고 말했잖아?

남: 그래, 기억해. 네가 주로 아침에 문을 연다며.

여:  맞아. 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전화로 알려와서 내가 

그녀의 교대 근무를 대신해야 했어.

남:  그렇구나. 안 됐네. Lincoln 선생님께서 네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여:  그러게. 나도 가고 싶었어. 그런데 이번 여름에 휴가 때문에 여분의 돈이 

필요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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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doze off 잠이 들다, 졸다     make it 가다, 해내다, 성공하다     cancel 
v. 취소하다     call in sick 전화로 병결을 알리다     cover v. (자리를 

비운 사람의 일을) 대신하다     shift n. 교대 근무     that’s a shame 
안 됐구나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원래 주말 오전에 일을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전화가 와서 

교대 근무를 대신 했다고 했다. 따라서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1  ‘동료 

대신 근무를 해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37

09  숫자

소재  어벤져스 티셔츠와 배낭 구매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아들들한테 줄 선물을 찾고 있어요. 한 명은 작은 사이즈 입고요, 

다른 한 명은 중간 사이즈 입어요.

남: 알겠습니다. 이 어벤져스 티셔츠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 좋네요. 얼마예요?

남: 작은 사이즈는 20달러이고 중간 사이즈는 30달러입니다.

여: 그렇군요. 둘 다 살게요. 어벤져스 배낭도 취급하나요?

남: 그럼요. 그 배낭이 요즘 아주 잘 팔려요.

여: 남편이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얼마예요?

남: 오늘 세일해서 50달러입니다.

여: 세일해서 50달러요? 그래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 음, 티셔츠도 같이 사시니까 전체에 10퍼센트 할인해 드릴게요.

여: 좋네요! 살게요!

어휘

absolutely ad. 틀림없이

정답  3  

문제풀이

작은 사이즈의 셔츠는 20달러, 중간 사이즈 셔츠는 30달러, 배낭은 세일해서 

50달러이므로 전체는 100달러이고, 10퍼센트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  ‘$90’이다. 

총 어휘 수  116

10  언급 유무

소재  빛이 나는 나무

듣기 대본 해석

남: 빛이 나는 나무에 대해 읽은 기사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었나요?

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말이에요?

남:  아니요, 정말로 빛이 나는 나무로 만들 계획이래요. 그것들은 전기도 필요하지 

않을 거에요.

여: 정말이요? 전기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남: 반딧불이에 있는 것과 같은 물질을 추출해 나무에 주입한대요.

여: 어떻게 그것을 할 계획이래요?

남: 그 벌레를 반짝이게 하는 유전자를 분리해서 나무 씨에 넣어줄 거래요.

여: 와.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네요.

남: 네, 그렇죠. 훨씬 더 연구를 해야 하지만 성공한다면 아주 멋질 거예요!

여: 물론이죠!

남: 제가 또 읽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팀이 우리 도시에 있다고 하네요!

여: 놀라워요. 우리가 빛이 나는 나무를 가진 첫 번째 도시가 되길 바라요.

어휘

article n. 기사    actual a. 실제의    glow v. (계속 은은히) 빛나다 
electricity n. 전기    stuff n. 물질    lightning bug 반딧불이 
isolate v. 분리하다    gene n. 유전자    allows A to V A가 ~하도록 

허락하다    add A to B A를 B에 합하다, 더하다    seed n. 씨, 씨앗 
research n. 조사, 연구    be based in ~에 기반을 두다    amazing 
a. 놀라운 

정답  4  

문제풀이

대화에서 빛이 나는 나무의 원리, 출처, 만드는 방법, 처음 생기게 될 도시는 

언급했지만 빛이 나는 나무의 인기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빛이 나는 나무의 인기’이다.

총 어휘 수  132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대머리 독수리의 소개

듣기 대본 해석

여:  미국 대륙에서 시골 외의 지역에 사는 분들 가운데 전설적인 대머리 독수리를 

본 적이 있을 만큼 운이 좋은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는 

미국 전역에 살지만 큰 물줄기 근처와 풍부한 식량이 공급되는 시골 지역에서 

대부분 발견됩니다. 대머리 독수리는 둥지를 틀기 위해 오래된 나무를 

선호합니다. 대머리 독수리의 둥지는 기록상 가장 큰 새 둥지로, 폭이 약 

4미터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는 사실 대머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머리가 

흰”이라는 의미의 오래 전 이름에서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새를 정말 

멋진 동물로 여겨서 그것을 국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초상을 

국새에도 사용합니다.

어휘

continental a. 대륙의     fortunate a. 운 좋은     fabled a. 전설적인 
bald eagle 대머리 독수리, 흰머리수리     spot v. 발견하다, 찾다     

rural a. 시골의, 지방의     body of water 물줄기     abundant a. 

풍부한     supply n. 공급     prefer v. ~을 (더) 좋아하다     nest v. 

둥지를 틀다  n. 둥지     measure v. (치수, 길이, 양 등이) ~이다 

actually ad. 사실, 실제로     term n. 용어, 말     spectacular a. 

극적인, 멋진, 장관을 이루는     likeness n. 닮음, 화상     seal n. 직인, 

도장

정답  4  

문제풀이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은 오래 전 사용했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답은 4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은 독수리의 생김새에서 

온 말이다.’이다.

총 어휘 수  107

12  도표

소재  아기 포토북 주문

듣기 대본 해석

남: Monica, 우리 아기 포토북을 주문했어요?

여: 아직 안 했어요, 여보. 저는 모든 선택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남: 음, 5”x7”보다는 커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네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여:  그래요. 앨범 커버는 어때요? 소프트커버를 할까요, 하드커버를 할까요?

남: 우리는 오래 유지되는 앨범이 좋으니까 하드커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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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네, 좋은 생각이에요.

남: 포토북에 개인 메시지를 넣고 싶어요?

여: 네, 그러면 앨범이 정말 특별해질 거예요.

남: 만약에 우리가 캡션을 원하면 페이지가 더 필요할 거예요.

여: 그래요. 50에서 60페이지는 너무 많을 게 분명해요.

남: 맞아요. 그럼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에요.

여: 좋아요. 제가 지금 그것으로 주문할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보.

어휘

go through ~을 살펴보다, 조사하다     option n. 선택사항, 옵션

last v. 지속되다     go with ~와 동반되다, 딸려나 오다     caption n. 

(삽화의) 설명문, (영화) 자막     more than enough 너무 많은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사진 사이즈는 5”x7”보다는 커야 한다고 했고, 표지는 하드커버로 하기로 

했으므로 3 번과 5 번이 남는다. 여자는 앨범에 캡션(메시지)을 넣자고 했고, 

50에서 60페이지는 너무 많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포토북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31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캠핑 여행 계획

듣기 대본 해석

남:  오늘 날씨가 맑고 상쾌하네. 가을같이 느껴져.

여: 맞아, 마침내 가을이 온 것 같아. 난 시원한 아침과 저녁이 너무 좋아.

남: 나도 그래. 캠핑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야.

여: 캠핑 여행? 그거 좋겠는데. 이번 주말에 할 일 있어?

남: 아무 계획 없어. 우리 어디로 캠핑 갈 수 있을까?

여:  Foreston에 정말 멋진 공원이 있어. 나뭇잎들의 색이 바뀌는 것을 보기에 

좋을 거야.

남: 오, 맞아. 나 늘 거기에 가고 싶었어. 버스를 타자.

여: Foreston에 가는 버스가 많지 않아.

남: 그러면 내가 엄마 차를 운전할 수 있을 거야.

여: 하지만 주말에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

남: 음, 기차가 Foreston를 거쳐서 지나. 나는 기차여행 너무 좋은데.

여: 4  좋았어. 기차역에서 만나자.

어휘

crisp a. 상쾌한, 바삭바삭한     traffic n. 교통(량)     go through 거치다

정답  4  

문제풀이

주말에 캠핑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정하는 중이다. 목적지에 가는 

버스가 별로 없고, 주말에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기차를 제안하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는 4  ‘좋았어. 기차역에서 만나자.’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좋아, 그러면 버스를 타자.

2  이번이 Foreston으로 가는 첫 여행이야.

3  내가 엄마께 차를 빌릴 수 있는지 여쭤볼게.

5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 

총 어휘 수  134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크레용을 삼킨 아이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Hailey. 요즘 잘 지내요? 모든 게 다 괜찮나요?

여: 지금 막 응급실에서 돌아왔어요.

남: 오 이런, 무슨 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 제가 아니라 제 딸 Erin 문제에요. 그 아이가 크레용 하나를 삼켰어요.

남: 정말 끔찍하네요. 그녀는 괜찮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 다행히 그 크레용은 독성이 없어서 한 상자를 먹어도 괜찮대요.

남: 한 상자요? 그 말은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는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 5  내 생각엔 의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본 듯 해요.

어휘

emergency room 응급실     awful a. 끔찍한     fortunately ad. 

다행스럽게도     non-toxic a. 무독성의     exaggerate v. 과장하다 
lighten v. 가볍게 하다     <문제> symptom n. 증상     suppose v. 

추정하다     

정답  5  

문제풀이 

크레용을 먹은 딸아이를 진찰한 의사가 그 크레용은 독성이 없으니 한 상자를 

먹어도 괜찮다고 한 것에 대해 여자는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내 생각엔 

의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본 듯 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괜찮다니 다행이에요. 

2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3  아이가 크레용을 몇 개나 먹었나요?

4  의사에게 다시 가보는 것이 좋겠어요.

총 어휘 수  98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김치 권유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Richard의 한국인 동료인 민호는 그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그를 초대

합니다. Richard는 파티에 오고 민호는 손님들을 대접할 요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Richard에게 그의 김치를 맛보도록 권합니다. 민호는 

그 김치가 그의 가족의 조리법이어서 그것이 그에게 매우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Richard는 그것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먹어보길 

원하지만 그가 하루 종일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기분이 상해 보이고 Richard가 왜 김치를 안 먹어 보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상황에서 Richard는 민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Richard:  5  나는 그것을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몸이 계속 안 좋아.

어휘

coworker n.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urge v. 권하다, 강요하다, 독려하다 
offended a. 기분이 상한, 불쾌한     wonder v. 궁금해하다     

<문제> be allergic to ~에 알레르기가 있다

정답  5  

문제풀이

파티에서 민호가 Richard에게 김치를 먹어보라고 권유하지만 Richard는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아 김치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Richard가 

민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나는 그것을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몸이 계속 안 좋아.’이다.

17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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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너희 집 김치가 정말 좋아. 

2  진정해. 우리는 네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이 있어.

3  아마 너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나 보구나. 

4  정말 미안한데 너의 파티에 갈 수가 없어. 

총 어휘 수  108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학생들에게 학교내의 허드렛일 맡기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방과 후에 교실과 복도를 청소합니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돕도록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허드렛일은 아이들이 팀으로 일하게 해줍니다. 

허드렛일은 그들이 과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줍니다. 

학생들은 허드렛일을 완수하는 것과 자부심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꼭 주세요. 스티커, 장난감, 사탕과 같은 

보상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절하지만 일을 잘 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은 

칭찬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 학생들에게 

허드렛일을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어휘

hallway n. 복도     waste n. 낭비     convince v.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assure v. 장담하다     critical a. 대단히 중요한     chore n. 허드렛일, 

잡일     development n. 발달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짓다     completion n. 완료, 완수     be sure to V 꼭 ~해라     

reward v. 보상하다  n. 보상     appropriate a. 적절한     praise n. 

칭찬     suggest v. 제안하다     assign v. 맡기다, 부과하다     

<문제> complete v. 끝마치다

정답  16 5    17 2     

문제풀이

16  남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시켰을 때, 그들의 발달에 유익한 

여러 가지 이점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그것을 완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번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것이 아닌 청소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답이 아니고 5  ‘학생들이 허드렛일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17  남자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스티커, 장난감, 사탕도 적절하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이라고 했다. 케이크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케이크’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예절의 중요성

2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3  교실에서 학생들의 집중을 유지하기

4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도록 훈련시키기

17

1  스티커                  

3  장난감                  

4  사탕                  

5  칭찬

총 어휘 수  146

DICTATION ANSWERS

01 calling for rain

02   spill on the fl oor

03   the latest games for free / you’re free to try /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04   I’ve never heard of that / satisfy your team / Too many 
cooks spoil the soup / achieve success

05   the baggage was damaged during transit / fi ll out 
this damage complaint form / having your baggage 
repaired

06   a whole lot of fun / match her striped dress / clapping 
to the music / For sure

07   how do you feel about / so far away / What can I do to 
help you prepare / back by noon

08  I started dozing off   / at the last minute / Th at’s a shame

09  How much do they cost / hot item these days / on the 
set

10  without electricity / allows those bugs to glow / sounds 
like science fi ction / the fi rst town to have

11   spotted in rural areas / Its nests are the biggest

12   I’m going through / let’s go with the hard cover / more 
than enough

13   is so clear and crisp / go camping / nice to see the 
leaves changing colors / coming out of the city

14   emergency room / What happened / the crayons are 
non-toxic / trying to lighten the mood 

15   invites him over for a party / would love to try it / 
Minho looks off ended

16-17  it’s a waste of time / work as a team / reward the 
students for completing tasks / I suggest you assign 
chores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파티 시간

듣기 대본 해석

여: 우리 회사에서 금요일에 Jessica의 생일파티를 열 거야.

남: 와우, 재미있겠는걸.

여: 바쁘지 않으면, 참석하도록 해!

남: 알겠어. 정확히 언젠데?

여: 1  오후 5시쯤에 시작할 거야.

어휘

throw v. (파티를) 열다     <문제> downtown ad. 시내에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생일파티가 열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답은 1  ‘오후 

5시쯤에 시작할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이번 주 금요일에 바빠, 미안해.

3  좋아, 내가 뭐라도 가져갈까?

4  우리 회사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5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총 어휘 수  34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브라질에 가 본 경험

듣기 대본 해석

여: 브라질에 가 본 적 있니?

남: 응. 2014년 월드컵 때 갔어.

여: 굉장하다! 진짜 좋은 경험이었겠네.

남: 4  맞아. 거기 있었던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어휘

awesome a. 어마어마한, 굉장한     amazing a. 놀라운     

<문제> make it to the finals 결승전까지 가다

정답  4  

문제풀이

월드컵 때 브라질 간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겠다고 감탄하는 친구에게 적절한 

대답은 4  ‘맞아. 거기 있었던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거기 가기엔 너무 위험해.

2  아니. 난 한 번도 캐나다 밖으로 여행해 본 적 없어.

3  표가 매진돼서 갈 수 없어.

5  응. 난 우리 팀이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총 어휘 수  36

03  담화 목적

소재  축제 후 쓰레기 처리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들이 여기 제 5회 연례 Little Town Blues Festival에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축제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는 “도시를 아름답게 

유지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었던 주말로 인해 

피곤해서 바로 집으로 가시고 싶어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주셔서, 두고 가는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가지고 가셔서 지정된 구역에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어휘

take part in ~에 참여(참가)하다     introduce v. 소개하다, 시작하다 
make sure ~을 확실히 하다     leave A behind A를 두고 가다 
garbage n. 쓰레기     designated a. 지정된     appreciate v. 

고마워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축제 후 아무것도 두지 말고 쓰레기를 수거해 지정된 구역에만 버려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축제 현장의 쓰레기 처리를 당부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7

04  대화 주제

소재  조명의 밝기와 눈 건강과의 관계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Paul. 뭐하고 있어?

남: 안녕, Mary. 올림픽 관련 기사 읽고 있었어.

여: 그런데 여기 너무 어두워. 불을 켜야 해.

남: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보기엔 괜찮아.

여: 어두운 데서 글 읽는 건 눈에 나쁠 텐데.

남: 진짜? 왜?

여:  글쎄, 내가 읽은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어두운 장소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대.

남: 왜 그렇지?

여:  빛이 적으면 동공이 커지기 때문이야. 오랜 시간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건 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돼.

남: 어두운 데서 책을 읽는 게 눈에 그렇게 나쁜지 몰랐어.

여: 정말이래. 심지어 두통도 일으킬 수 있대.

남: 오, 알려줘서 고마워.

어휘

article n. 글, 기사     according to ~에 의하면     tire out 지치게 하다 
pupil n. 눈동자, 동공     expand v. 커지다, 확대되다

정답  5  

문제풀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눈의 동공이 커지고 오랜 시간 그 상태가 지속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내용이므로 답은 5  ‘어두운 곳에서의 독서가 눈에 

미치는 영향’이다.

총 어휘 수  127

18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7

01 1  02 4  03 4  04 5  05 5  06 4    
07 3  08 2  09 5  10 5  11 2  12 1    
13 3  14 2  15 2  16 4  17 4

본문 p.1101818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대회 우승자와의 인터뷰

듣기 대본 해석

여:  정말 신나 보이세요.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남: 황홀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습니다.

여: 그렇군요. 당신의 그런 춤을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남: 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매주 에어로빅 수업에 데려가 주시곤 했습니다.

여: 흥미롭군요. 이렇게 전문 댄서가 되리라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남: 전 늘 전문 댄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 기술은 어떻게 계발하셨나요?

남: 예술을 향한 전념과 연습으로 했죠.

여: 그 춤을 해내기 위해 정말 힘들게 연습했을 것 같군요.

남: 물론이죠.

여: 당신과 메달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내일 신문에 실릴 겁니다.

남: 그럼요. 좋습니다.

어휘

congratulate A on B A에게 B에 대해 축하하다     ecstatic a. 

황홀해하는     make it 해내다, 성공하다     wonder v. 궁금해 하다 
professionally ad. 전문적으로     dedication n. 전념, 헌신 
pull ~ off (힘든 것을) 해내다     routine n. 루틴(공연의 일부로 전해져 있는 

일련의 동작ㆍ농담 등)     absolutely ad. 틀림없이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대회 우승을 축하하며 여러 가지를 묻고 있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문에 실린다고 말했으므로 신문기자임을 알 수 있다. 남자는 우승을 

기뻐하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 왔는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회 

우승자이다. 따라서 정답은 5  ‘신문기자 — 대회 우승자’이다.

총 어휘 수  126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호텔 발코니에서의 풍경

듣기 대본 해석

남:  와, 발코니에서의 전망 좀 확인하러 와 봐요, 여보.

여: 멋지네요! 우리가 이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방을 잡았어요.

남: 주말을 여기에서 보내기로 결정해서 기뻐요.

여: 네, 수영장과 미끄럼틀을 보세요. 나도 타고 싶어요!

남: 나도 그래요! 카트를 탈 수 있는 골프 코스도 있어요.

여: 너무 좋아요. 모든 나무들이 정말 예뻐요.

남: 네, 나무는 모든 것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죠.

여: 오, 그리고 오른쪽에 저 아파트 건물들 좀 보세요.

남: 당신 친구 중 한 명이 수영장 뒤 저 건물에 살지 않아요?

여: 그래요,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갔던 곳이에요.

남: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저 다리는 밤에 무척 예쁠 것 

같네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어휘

check ~ out ~을 확인하다     view n. 전망, 경관     peaceful a. 

평화로운     in the distance 저 멀리

정답  4  

문제풀이 

아파트 건물은 수영장 뒤쪽에 있다고 했는데 골프장 뒤에 위치해 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28

07  부탁한 일

소재  결승전 관람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미국 대학 체육 협회 결승전이 너무 기다려져!

남: 나도. 난 우리가 챔피언전에 올라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여: 모든 학생들이 학생 회관에 모인다고 들었어.

남: 정말 재미있겠지만 나는 과학 보고서를 끝내야 해.

여: 아, 그 보고서? 그거 쉬워. 난 30분 정도 안에 그것을 끝냈어. 

남: 좋았어. 난 그걸 끝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몇 시에 만날까?

여: 경기가 7시에 시작하니까 6시쯤에 만나자.

남:  좋아. 내가 집에서 만든 살사 소스와 감자 칩을 가져 올게. 너는 파란색 

셔츠 좀 가져 올래?

여: 문제없어. 굴러다니는 여분의 T셔츠가 몇 장 있어.

남: 좋았어! 여섯 시에 봐. 

어휘

finals n. 결승전     homemade a. 집에서 만든, 손으로 만든 
lie around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경기를 관람할 때 입을 수 있는 파란색 셔츠를 가져올 수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입을 옷 가져오기’이다. 

총 어휘 수  116

08  이유

소재  깨진 도자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나 왔어요.

남: 아, 여보. 일 어땠어요?

여: 사실 오늘 좀 바빴어요. 당신 뭐하고 있어요?

남: 이 깨진 도자기를 치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 오, 이런! 그게 어떻게 깨졌어요?

남:  내가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쪽으로 뒤로 가면서 

그걸 넘어뜨렸어요.

여: 당신 다치지 않았어요?

남:  안 다쳤어요. 난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다 깨뜨려서 정말로 미안해요. 

당신이 이 도자기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여: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든 그걸 교체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남: 어쨌든 정말 미안해요.

여: 제발. 저는 당신이 괜찮아서 좋네요.

어휘

pottery n. 도자기     vacuum v.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knock ~ off ~을 넘어뜨리다     replace v. 교체하다, 바꾸다 
there is no use (in) ~ing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뜨려서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여자가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뜨려서’이다.

총 어휘 수  106

88  



09  숫자

소재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고 찾기

듣기 대본 해석

남: Johnson 부인. 오늘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Chuck. 드라이클리닝 하고 싶은 코트 2개와 겨드랑이에 

구멍 난 셔츠가 하나 있어요.

남:  네.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코트는 하나에 5달러이고 셔츠에 있는 구멍은 

3달러에 수선할 수 있어요. 다른 것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 지난 주에 옷을 몇 벌 맡겼어요. 벌써 다 되었나요?

남: 다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여: 제 남편의 정장 바지 2벌이에요.

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여기 있어요. 정장 바지는 한 벌당 3달러예요.

여: 문제 없어요. 지금 오늘 물품을 포함한 모두를 지불하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Johnson 부인.

어휘

hole n. 구멍     armpit n. 겨드랑이     handle v. 다루다, 처리하다 
fix v. 수선하다     drop off ~을 맡기다

정답  5  

문제풀이

코트 하나당 5달러인데 두 벌이므로 10달러, 셔츠 수선은 3달러, 정장바지 한 

벌당 3달러인데 2벌이므로 6달러이다. 여자가 지불할 전체 금액은 19달러

(=10달러+3달러+6달러)이므로 정답은 5  ‘$19’이다.

총 어휘 수  120

10  언급 유무

소재  Dalston 무역 회사

듣기 대본 해석

여: Mark, 어느 회사로 지원할지 결정했어?

남: 응, 했어. Dalston 무역 회사에 지원할 거야.

여: Dalston 무역 회사? 그 회사는 처음 들어.

남: 꽤 작은 회사야. 내 생각엔 직원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

여: 정말? 왜 그렇게 작은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

남: 작은 건 알지만, 그 회사는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여: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 그 회사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야?

남:  그래 맞아. 월급도 확인해 봤어. 있잖아, 내가 큰 회사에서 받을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여: 오, 멋지다. 그 회사가 어디에 있어? 나도 흥미가 생기고 있어.

남: 시청 바로 옆에 있어. 내 아파트에서 멀지 않아.

여: 내 생각에 그 회사가 네게 좋을 것 같아.

어휘

apply v. 지원하다     trading company 무역 회사     

growth potential 성장 잠재력     be located 위치하다 
get interested 관심을 갖다, 흥미가 생기다

정답  5  

문제풀이

회사의 규모, 성장 가능성, 월급, 위치는 언급되었지만 5  ‘전공 관련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총 어휘 수  125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발렌타인 데이 행사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Jude’s 
Academy에서는 특별한 날이죠. 발렌타인 데이 전통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또는 익명의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로비에 초콜릿과 장미와 같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구입하고, 짧은 쪽지를 쓰면 저희가 선물을 당신이 바라는 누구에게나 

배달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아낀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발렌타인 데이 되세요.

어휘

tradition n. 전통     personal a. 개인적인     anonymous a. 익명의 
several a. 몇몇의     purchase v. 구입하다     note n. 쪽지, 편지 
deliver v. 배달하다     care v. 아끼다, 관심을 가지다

정답  2  

문제풀이

선물은 익명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선물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꼭 써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90

12  도표

소재  여름 자원봉사 프로그램 고르기

듣기 대본 해석

남: Katie, 여름 동안 나랑 같이 자원봉사 일을 하는 게 어때?

여: 좋을 것 같아. 나 돕는 거 좋아해.

남: 좋았어. 이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어?

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어떨까?

남: 방학 동안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여: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여긴 하고 싶지 않네.

남: 그래. 동물원에서의 자원봉사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여:  그래, 하지만 너무 멀어. 나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해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은 불가능해.

남: 알았어. 그럼, 동물 보호소는 어때? 거기는 너무 멀지 않아.

여: 난 7월 16일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서 하루를 보낼 거야.

남: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하나가 남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우리 등록해야겠다.

어휘

take part in (~에) 참여(참가)하다     tutor v. 가르치다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now that ~이기 때문에, ~이므로 
mention v. 말하다, 언급하다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countryside n. 시골 지역     

fortunate a. 운 좋은     rewarding a. 보람 있는     sign up 등록하다

정답  1  

문제풀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원치 않는다고 했으므로 Jude’s Academy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2 , 3 번은 제외되고, 동물원은 너무 멀어서 불가능하므로 

4 번도 제외되며 7월 16일에는 여자가 할아버지 댁에서 하루를 보낼 것이라고 

했으므로 5 번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모든 조건이 부합되는 1 번이다. 

총 어휘 수  159

18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9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게임하면서 스파게티 먹는 딸

듣기 대본 해석

남: Emily, 뭐 하는 거야?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

여: 그냥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하고 있어요, 아빠.

남: 그리고 게임하면서 스파게티 먹는 거야?

여: 네, 배고팠거든요.

남: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식탁에서 먹어야지.

여: 근데 지금 이 게임을 나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화낼 거예요.

남: 정말 안 됐구나. 진짜 컴퓨터 하면서 밥 먹으면 안돼.

여: 왜요?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  키보드에 스파게티 소스 다 묻잖아. 그리고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은 예의 없는 거야.

여:  3  알겠어요. 그만하고 식탁에서 같이 먹을게요.

어휘

make a mess 어지르다     rude a. 무례한

정답  3  

문제풀이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면서 스파게티를 먹는 딸에게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주의를 

주는 아빠의 말에 적절한 응답은 3  ‘알겠어요. 그만하고 식탁에서 같이 먹을

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저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2  스파게티 더 먹어도 되나요?

4  죄송하지만 스파게티 더 먹고 싶지 않아요.

5  걱정 말아요. 저녁 먹고 식탁 닦을게요.

총 어휘 수  99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뜨개질 하는 방법 배우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Olivia, 왜 이 실을 모두 샀어?

여: 나는 나의 숙모에게 줄 스카프를 짤 거야.

남: 그렇구나. 너 뜨개질 하는 법 아니?

여:  응. 나의 숙모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나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어.

남: 멋진데. 생각해 둔 디자인이라도 있어?

여: 특정한 건 없는데, 몇 가지 다른 기술을 실험해 보고 있어.

남: 좋아. 나는 네가 뜨개질하는 방법을 아는지 몰랐어. 어디서 배웠니?

여:  내가 어렸을 때 엄마께 배웠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몇몇 방법은 잊어 

버렸어.

남:  우리 엄마도 뜨개질을 잘 하셔. 그녀가 너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여: 음,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녀가 나에게 실망하실까 걱정돼. 

남: 2  걱정 하지마. 우리 엄마는 매우 인내심이 많아.

어휘

yarn n. 실     knit v. 뜨다(짜다)     experiment v. 실험하다     

method n. 방법     be great at ~에 능숙하다     frustrated a. 좌절한 

<문제> patient a.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는     considerate a. 사려 깊은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의 엄마가 자신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다가 실망하실까 

걱정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적절한 응답은 2  ‘걱정 하지마. 우리 엄마는 매우 

인내심이 많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리 엄마가 뜨개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3  너의 엄마가 너에게 뜨개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없니?

4  알았어. 스카프를 짜는 것은 쉬워.

5  너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배려해야 해. 

총 어휘 수  138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삼촌에게 비행기가 지연됐음을 알리기

듣기 대본 해석

여:  Marie는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삼촌 Steve를 만나러 

캘리포니아에 가려고 합니다. Marie는 캘리포니아 가는 것에 들떠있는데, 

그녀가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자 비행기 유지보수 때문에 항공기가 최소 

한 시간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Steve는 Marie가 

오후 1시쯤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공항에 마중 나올 것입니다. Marie는 

Steve에게 전화해 항공기가 지연되었다고 알리기로 합니다. 전화가 몇 

번 울리자 Steve가 드디어 전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rie가 

Stev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Marie:  2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제 비행기가 2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어휘

board v. 탑승하다     announcement n. 안내 방송, 발표     at least 
적어도     delay v. 지연시키다  n. 지연     maintenance n. 유지 보수, 

수리     flight n. 비행, 항공편

정답  2  

문제풀이

Marie가 삼촌을 만나러 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한 시간 지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오는 삼촌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므로 2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제 비행기가 2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가 정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도착했니? 3번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3  죄송한데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4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1시쯤 아파트에 도착해요.

5  거기 가는 길을 잘 몰라요. 택시 기사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나요?

총 어휘 수  113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음악에서 조화의 중요성

듣기 대본 해석

여:  전 세계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화성의 기초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악기들의 기본이 중요한 반면, 조화를 이해하는 것은 작품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이 장기자랑에 나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단체는 “반짝 반짝 작은 별”을 연주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체를 이끌도록 선택되었고요. 그 노래는 분명히 아주 단순한 노래입니다만 

그것을 잘 연주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당신의 

90  



공연을 위해서, 당신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연주하고,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최고의 드러머가 드럼을 연주하도록 

해야 하고, 가장 노래를 잘하는 세 명이 노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당신은 피아노를 연주할 것입니다. 모든 위치에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음악 작품은 단체의 노력입니다. 이 곡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조화롭게 연주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음악가는 다른 음악가 악기의 부분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휘

appreciate v. (제대로) 인식하다, 고마워하다     instrument n. 악기, 

기구, 수단     obviously ad. 분명히     perfect v. 완벽하게 하다  
a. 완벽한, 완전한     harmoniously ad. 조화롭게

정답  16 4    17 4

문제풀이

16  개별 악기의 기본과 각 연주가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4  ‘음악에서 

조화의 중요성’임을 알 수 있다.

17  연주를 예로 들 때 기타, 트럼펫, 드럼, 피아노를 언급했지만 첼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첼로’이다.

총 어휘 수  173

DICTATION ANSWERS

01  is throwing a birthday party 

02   Have you ever been / an amazing experience

03   taking part in / in keeping the festival grounds clean / 
take your garbage with you / in the designated areas

04   turn on a light / according to an article / stressful on 
your eyes / cause headaches   

05   on winning fi rst place / doing this professionally / 
dedication to the art / Do you mind if

06   Come check out the view / make everything seem very 
peaceful / behind the pool / that bridge in the distance 

07   I can’t wait until / in about a half hour / lying around

08  What are you up to / knocked it off  / cut yourself / 
Th ere’s no use worrying about it

09  I’d like to have dry-cleaned / I dropped off  some 
clothes / Th e cost for these pants

10  which company to apply to / less than fi ft y people / 
great growth potential / Where is the company located / 
far from my apartment

11   As you know / anonymous gift s / purchase a gift  / you 
truly care

12   some volunteer work with me over the summer / Now 
that you mention it / out of the question / those who 
are less fortunate 

13   You’re making a mess / eat at the table / I’m not hurting 
anything

14   knit a scarf for my aunt / My aunt’s birthday is coming 
up / a couple of diff erent techniques / great at knitting / 
get frustrated with me

15   board the plane / will be delayed for / answers the phone 

16-17  the importance of learning the basics / more diffi  cult 
than you think / In order to create thi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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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파티에 못 오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남: 너 Jessica가 오늘 밤 파티에 오지 않을 거라는 말 들었니?

여: 아니 못 들었어. 그녀가 이유를 말했어?

남:  그녀는 속상해 보였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내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

여: 1  지금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어휘
<문제> upset a. 속상한, 마음이 상한     confused a. 혼란스러운     

정답  1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 둘 다 Jessica가 파티에 못 오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지금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그녀가 파티에 마실 것들을 가져 올 거야. 

3  넌 그녀의 친절 때문에 혼란스러워 보여.

4  그녀는 네가 파티에 오지 않아서 화가 났어. 

5  내 생각엔 오늘 밤 20명이 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총 어휘 수  39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듣기 대본 해석

여: Timothy, 뭐해?

남: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고 있어.

여: 좋네. 어떤 프로그램인데?

남: 1  방화벽 소프트웨어야.

어휘
<문제> firewall n. 방화벽     access n. 접근, 접속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를 물었으므로 적절한 응답은 1  ‘방화벽 소프트

웨어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컴퓨터가 작동이 안돼.

3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4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

5  여기 인터넷 접속이 안 돼.

총 어휘 수  26

03  담화 주제

소재  일상 생활에 유용한 과일 껍질

듣기 대본 해석

여:  비타민C,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가 과일 껍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과일 껍질은 다른 면에서도 유용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일 껍질을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씻어야 할 더러운 접시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소금과 오렌지 껍질을 

섞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은 신발의 얼룩을 닦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냄새가 싫으신가요? 포도 껍질이 냄새를 중화시켜 줄 

것입니다. 포도 껍질을 마늘 냄새가 나는 용기에 넣어두면 냄새가 하루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휘

nutrient n. 영양소     protein n. 단백질     peel n. 껍질     daily life 
일상 (생활)     stain n. 얼룩     garlic n. 마늘     neutralize v. 무효화

(상쇄)시키다, 중화시키다     odor n. 냄새     container n. 용기     

disappear v. 사라지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과일 껍질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서 

과일 껍질의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일상 생활에 유용한 

과일 껍질’이다. 

총 어휘 수  105

04  의견

소재  운동 전 스트레칭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Mike. 괜찮아요?

남: 체육관에서 운동해서 근육이 쑤셔요.

여: 정말이요? 요즘 얼마나 자주 운동하러 다녀요?

남: 음,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이요.

여: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나요?

남: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일 끝나고 체육관에 갔다가 내 딸에게 저녁을 

차려주러 집에 가야 해요.

여:  운동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쑤실 거예요.

남:  그래요? 나는 항상 저녁 때 체육관에 가서 몸이 이미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여: 그것은 중요해요. 당신의 몸은 건강하지만 항상 잘 돌봐야 해요.

어휘

muscle n. 근육, 힘     work out 운동하다     otherwise ad. 그렇지 

않으면     matter v. 중요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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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소 파악

소재  쇼핑몰에서의 대화

듣기 대본 해석

남: 젖은 옷이 많이 보이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음이 분명해.

여: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읽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맑을 거랬어.

남: 그런데 이제 추워지고 있어.

여: 맞아. 부츠 안 가지고 왔는데. 너는?

남: 내 자동차 트렁크에 비상용으로 한 켤레 있어.

여: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남: 지금 사는 게 어때? 1층에 스포츠 용품점이 있어.

여:  그러는 것이 좋겠지만 먼저 사무실을 위해 사야 될 물건이 더 있어. 너는 

필요한 것을 다 샀어?

남: 응, 다 샀어. 인쇄 용품점 근처에서 널 기다릴게.

여: 네가 먼저 계산대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곧 거기서 만나자.

남: 좋아. 내가 줄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여: 아주 좋아. 정말 고마워.

어휘

forecast n. 일기예보     emergency n. 비상 (사태)     

sporting goods 스포츠 용품     printing supplies 인쇄 용품(점)     

head v. 가다(향하다)     check-out counter 계산대     get in line 
줄 서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1층에 스포츠 용품 가게가 있다고 했고 사무실 용으로 물건을 사며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 내용이 있으므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5  ‘쇼핑몰’이 적절하다.

총 어휘 수  140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휴대폰 화면

듣기 대본 해석

여: 이봐, Steve. 내 홈 스크린에 새로 넣은 사진 어때?

남: 와, 정말 아름답다. 언제 찍은 거야?

여: 내가 찍은 거 아니야. 온라인에서 찾은 거야.

남: 정말 좋다. 배경에 있는 저 헛간이 정말 평화로워 보여.

여: 네가 좋아하니 기분 좋네. 탁 트인 벌판에 있는 강은 어때?

남: 좋아. 언젠가 저런 곳에 가보고 싶어.

여: 나도 그래. 너무 멋지고 신선해 보여.

남: 너 앱은 좀 지웠니? 게임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여:  다 지웠어. 나는 게임을 좀 적게 하고 더 많이 읽어야 해. 그래서 책 앱들을 

다운받았어.

남: 좋은 생각 같아. 어쨌든, 그 사진 너무 좋다.

여: 고마워, Steve.

어휘

barn n. 헛간     refreshing a. 신선한, 상쾌하게 하는     delete v. 

지우다, 삭제하다     app n. 앱, 어플리케이션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게임 앱을 다 지웠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게임 앱들이 남아 있으므로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23

07  할 일

소재  복통과 아이 데리러 가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당신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여: 네, 안 좋아요. 배가 아파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남: 약을 좀 가져올까요?

여: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 [잠시 후] 여기 있어요.

여: 고마워요.

남: 약을 먹은 후에 낮잠을 자야 돼요. 일어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여: 그러고 싶지만 우리 아들을 노래 연습에서 차로 데리고 와야 해요.

남: 언제 그를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여: 오후 5시에요. Stan, 당신이 나 대신 그걸 해줄 수 있어요?

남: 그럼요. Harry를 데리러 가게 되어서 좋아요.

여: 정말로 감사해요. 저는 이제 낮잠 자러 갈게요.

어휘

stomachache n. 복통     have a hard time ~ing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다     take a nap 낮잠 자다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pick up ~을 

(차로) 데리러 가다     would you mind ~ing ~해도 될까요?     

<문제> on schedule 정시에, 예정대로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아들을 노래 연습에서 데려와야 해서 낮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며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남자는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① ‘아들을 데리러 가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여자를 위해 약 사기 

3  아들에게 노래 가르치기

4  여자를 위해 설거지 하기

5  정시에 여자를 깨워주기 

총 어휘 수  109

08  이유

소재  주말 계획

듣기 대본 해석

여: Charlie, 9시가 다 되어가요. 집에 곧 가야 하지 않아요?

남: 그렇게 늦었어요? 몰랐어요.

여: 일일 보고서 끝냈어요?

남: 네, 끝냈어요.

여: 훌륭해요. 이제 멋지고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시겠네요.

남: 네, 물론 기대하고 있죠. 

여: 계획 있어요? 가족들과 해변에 놀러 가는 것은 어때요?

남: 해변이요? 아직 물이 꽤 차갑지 않아요?

여: 맞아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괜찮을 거에요.

남:  정말 해변에 가서 앉아있고 싶은데, 제 아내의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여: 그렇군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세요.

남: 고마워요. 월요일에 봐요.

어휘

daily report 일일 보고서     relaxing a. 여유로운, 편안한     for sure 
확실히, 물론     either way (둘 중) 어느 쪽이든, 어쨌든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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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남자는 해변에 가고 싶어하나 ‘제 아내의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라는 

남자의 언급으로 볼 때 남자가 주말에 해변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4  ‘아내의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이다.

총 어휘 수  125

09  숫자

소재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한 비행기표 예약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컴퓨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  두 달 후 New York으로 가는 우리 휴가를 위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어요.

남: 우리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어때요?

여:  그게 내가 생각했던 바예요. 우리 둘의 마일리지를 합해서 우리는 당신과 

내 왕복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남: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나요?

여: 당신은 10,000마일을 가지고 있고, 나는 13,000마일을 가지고 있어요.

남: 뉴욕까지 왕복하는 데 1인당 얼마만큼의 마일이 필요하죠?

여: 비수기 때는 10,000마일이지만 성수기 때는 20,000마일이에요.

남: 성수기는 다음 달 말에 끝나요.

여: 그래요. 우리는 비수기 때 여행을 할 거예요.

남: 그것 잘됐네요. 그것이 우리에게 몇 마일 절약하도록 해줄 거예요.

여: 그러게요.

남: 이번 여행이 정말로 기다려지네요.

어휘

reserve a ticket 표를 예매하다     combine v. 합치다 
round-trip a. 왕복 여행의     low season 비수기     high season 
성수기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은 비수기에 뉴욕에 갔다 올 계획이며, 비수기 때는 왕복하는 데 1인당 

10,000마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사람은 20,000마일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정답은 4  ‘20,000 miles’이다.

총 어휘 수  117

10  언급 유무

소재  달리기 운동

듣기 대본 해석

여: Greg, 너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

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Mary. 나 노력을 했거든.

여: 정말? 그래서, 너 최근에 운동을 해 온 거지?

남:  음, 사실 최근에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 그게 나를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했어.

여:  나는 달리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달리는 게 확실히 너한테 

효과적인 것 같네. 정말 인상적이야.

남: 고마워! 너도 도전해 봐! 달리는 건 쉽고,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해.

여: 맞아. 사람들은 어디든지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달릴 수 있어.

남: 정확해, 게다가 시작하는 데 비용도 결코 많이 들지 않아. 

여: 그래, 맞아. 달릴 좋은 이유가 참 많은지 몰랐네.

남: 우리 같이 달리는 건 어때?

여: 좋아! 나 내일 한가해.

어휘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work out 운동하다    lately ad. 최근에 
recently ad. 최근에    certainly ad. 틀림없이, 확실히    appear v. 

~인 것 같다    impressed a. 인상 깊게 생각하는, 감동을 받은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relatively ad. 비교적    

convenient a. 편리한 

정답  5  

문제풀이

체중을 줄이는 효과, 달리는 운동의 위험성 정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 받는 

정도, 비용 등은 언급했지만 나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25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세 발가락 나무늘보의 특징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느끼는 동물인 세 발가락 

나무늘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무늘보는 남미의 우림에 삽니다. 

보통 60cm까지 자라고, 위가 매우 크며 근육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잡식성이며 가끔 곤충을 먹기는 하지만 주요 식량원은 나뭇잎과 뿌리입니다. 

매우 느린 움직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느리다는 것이 그들을 

포식자들의 쉬운 표적이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박테리아와 조류로 

뒤덮인 매우 두꺼운 모피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을 포식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대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휘

give a presentation on ~에 대해 발표하다, 프레젠테이션 하다 
rainforest n. (열대)우림     stomach n. 위, 복     omnivore n. 잡식성 

동물     source n. 원천, 근원     root n. 뿌리     be known for ~로 

알려져 있다     extremely ad. 극도로, 매우     target n. 목표, 대상, 표적 
predator n. 포식자     thick a. 두꺼운     algae n. 조류(물속에 살면서 

엽록소로 동화작용을 하는 단순한 유기체의 일종)     unappealing a. 매력

없는 

정답  5  

문제풀이

느린 점이 쉬운 먹잇감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테리아와 조류로 

덮인 매우 두꺼운 모피를 가지고 있어 포식자들에게 매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5  ‘너무 느려서 쉽게 잡아 먹힌다.’이다.

총 어휘 수  99

12  도표

소재  오븐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저희 오븐 보고 계시는군요. 도와 드릴까요? 

여: 오븐을 바꾸고 싶어서요. 가지고 있는 게 지난 주에 고장 나서요. 

남: 그렇군요.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 350달러를 넘지 않게요. 

남:  알겠어요. 어떤 사이즈를 찾으세요? 저희는 27인치와 30인치를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 제가 측정을 했는데 27인치 오븐이 완벽하게 맞을 것 같아요. 

94  



남: 좋습니다. 이 철 색상 제품은 어떠세요? 가장 잘 팔리는 것 중 하나예요. 

여: 사실 검은색이 주방에 더 어울려요. 

남: 알겠습니다. 집에 가스오븐 연결할 곳은 있나요? 

여: 아니요. 전기오븐을 사려고요. 

남: 좋습니다. 이게 찾으시는 모델인 것 같네요. 

여: 좋네요. 그걸로 할게요.

어휘

replace v. 교체하다     budget n. 예산, 비용     in stock 재고로 있는 
measurement n. 측정, 측량     fit v. 맞다     perfectly ad. 완전히 
biggest seller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match v. 어울리다     

hookup n. 배선, 접선     electric oven 전기오븐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350달러를 넘지 않고 27인치가 맞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1 ~ 3 번이 

남게 된다. 그 중에 철 색상보다는 검정이 좋다고 했고, 가스가 아닌 전기오븐을 

원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3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길 묻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실례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Rutherford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죠. 이 도시가 익숙하세요?

남: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제 딸과 그녀의 아이들을 방문하러 왔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제 손자를 만나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여:  알겠어요. 음, 여기서 멀지는 않은데 만약 당신이 시내 주변의 길을 모르면 

방향이 조금 복잡해요.

남: 제가 약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펜과 종이를 갖고 있나요?

여:  미안하지만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차를 

갖고 있거든요.

남: 괜찮아요. 전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택시를 탈게요.

여: 5  알겠어요.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휘

familiar a. 익숙한     direction n. 방향     complicated a. 복잡한

정답  5  

문제풀이

차로 태워주겠다는 여자의 호의를 남자가 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답은 

5  ‘알겠어요.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도서관은 없어요.

2  제 친구를 부를게요.

3  좋아요. 감사합니다.

4  버스 터미널 건너편에 있어요. 

총 어휘 수  122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기타 대회

듣기 대본 해석

여: 축하해, Kyle. 굉장히 잘 하더라!

남: 고마워, Carrie. 와줘서 기뻐.

여: 네가 이렇게 기타 잘 치는 줄은 몰랐어.

남: 음, 이 대회 나가려고 몇 달 전부터 연습했거든. 노력 굉장히 많이 했어.

여: 너 대단했어.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하더라.

남: 응. 정말 그랬어.

여: 참가자들 중에 네 친구는 없었어?

남: 있었어. Mike Jacobs는 내 오랜 친구야.

여: 걔 정말 잘하더라. 작년 대회 우승한 걸로 들었어.

남: 맞아. 사실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실수를 몇 번 했어.

여: 진짜? 왜 그런 것 같아?

남: 4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이지.

어휘

competition n. 대회, 경쟁, 경쟁자     effort n. 노력     though ad. 
(문장 끝에 와서) 그렇지만, 하지만     participant n. 참가자 
excellent a. 훌륭한     <문제>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     be disqualified from ~할 자격을 잃다

perform v. 수행하다     pressure n. 압력, 압박

정답  4  

문제풀이 

Mike Jacobs는 원래 남자보다 기타 연주를 잘하는 친구인데 올해는 실수를 

했다 하니 여자는 왜 그런 것 같은지를 물었다. 그에 적절한 남자의 대답은 

4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이지.’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걔 기타 잘 못 쳐.

2  내년엔 그가 분명 또 우승할 거야.

3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5  그는 연주 못하게 실격 됐음에 틀림없어.

총 어휘 수  123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학교 선택을 못하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할 말

듣기 대본 해석

남:  Andrew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여러 대학교들에 지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몇 달 기다리고 나서 그는 학교 두 군데에서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한 곳은 

고급 시설을 갖춘 정말 좋은 학교지만 사는 곳에서 굉장히 멉니다. 다른 

하나는 학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고향에서 한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Andrew의 지도 교사 Towns 부인은 그에게 최대한 빨리 

결정하라고 권합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두 곳 모두 못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owns 선생님이 Andrew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rs. Towns: Andrew,  2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어휘

senior year 최고 학년     apply v. 신청하다, 지원하다     accept v. 

받아들이다     facility n. 시설     hometown n. 고향     academically 
ad. 학문적으로     guidance counselor 지도 교사     urge A to V 
A에게 ~하도록 권유하다, 충고하다     as soon as possible 되도록

(최대한) 빨리     <문제> hesitate v. 망설이다

정답  2  

문제풀이

Andrew는 합격한 두 대학교 사이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으며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둘 중 어디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지도 교사로서 Towns 선생님이 할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이다.

19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95



96  

오답 보기 해석

1  네 결정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렴.

3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4  최고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5  너희 부모님과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총 어휘 수  107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자격을 갖춘 개인들의 일자리 부족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의 일자리 

부족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받아야 할 급여보다 훨씬 더 낮은 

급여로 일하고 있는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Job 
Fair 잡지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석사학위 혹은 그 이상을 가진 20-30대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10년 전의 급여보다 2만-4만 달러 더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시장이 전에 주었던 것과 같은 급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과거 어느 

때보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경쟁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회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직원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침체된 경제와 더불어 그러한 인력의 많은 수는 그들이 지원하는 

자리에 비해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휘

overqualified a.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deserve v. ~을 받을 

만하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report v. 알리다, 보도하다 
master’s degree 석사학위     overall a. 전반적인     bear v. 참다, 

견디다     stiff a. 심한, 힘든     pool n. 이용가능인력     potential a. 

잠재적인     employee n. 종업원, 직원     struggling economy 
침체된 경제     position n. 위치     <문제> analyze v. 분석하다     

effect n. 효과     shorten v. 단축하다     explain v. 설명하다     

underpaid a. (하는 일에 비해) 제대로 보수를 못 받는, 급여가 적은     

introduce A to B B에게 A를 소개하다     solution n. 해결책     

statistics n. 통계     present v. 제시하다     declining a. 쇠퇴하는     

average a. 평균의     run a business 사업을 하다     

정답  16 3    17 3     

문제풀이

16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제대로 급여를 

못 받는 고용자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이다.

17  3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가하는 평균 비용’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온라인 학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2  근로 일수를 줄이는 것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4  남자와 여자 근로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5  어려운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총 어휘 수  152

DICTATION ANSWERS

01 Did she tell you why

02   downloading this new soft ware to

03   use fruit peels in their daily lives / to do the job / 
neutralize the odor

04   How oft en do you go to the gym / stretch before working 
out / didn’t think it mattered

05   getting colder / for emergencies / Why don’t you buy 
some / I’ll get in line

06   I found it online / the river in the open fi eld / fewer 
games and read more

07   have a stomachache / take a nap / You’ll feel better 
when you wake up / would you mind doing that for 
me

08  get the daily reports fi nished  / a nice, relaxing holiday / 
have a lovely weekend

09  using our air miles / a round trip to New York / in the 
high season / save us some miles

10  lost a lot of weight / appears to be working for you  / 
give it a try / it doesn’t cost much at all

11   their main sources of food / are known for / they have 
very thick fur / making them unappealing to

12   What kind of budget / our biggest sellers / get an electric 
one

13   Are you familiar with / walk him home / I can take 
you there

14   Congratulations / It took a lot of eff ort / he won the 
competition

15   has applied to / with great facilities / urges him to 
choose

16-17  the lack of jobs for qualifi ed individuals / what 
they deserve / average salary / several reasons for 
this / pool is overqualifi ed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도서관 함께 가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번 주에 나랑 도서관 갈래?

여: 좋은 생각이야. 언제 갈까?

남: 수요일 오후에 갈까봐. 시간 있니?

여: 2  그날은 안 돼.

어휘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free a. 한가한, 다른 약속이 없는

정답  2  

문제풀이

수요일에 시간이 나는지 묻는 질문에 2  ‘그날은 안 돼.’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야.

3  책 반납 좀 해줘.

4  우리집 근처에 하나 있어.

5  응, 난 피크닉 갈거야.

총 어휘 수  37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집에 가지 않은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Dexter,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야?

남: 30분 정도일 거야. 

여: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있어?

남: 1  휴대폰을 찾고 있는 중이야.

어휘
<문제> grade n. 성적, 학점

정답  1  

문제풀이

30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  ‘휴대폰을 찾고 있는 중이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3  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4  늦어서 정말 미안해.

5  난 더 일찍 잤어야만 했어.

총 어휘 수  26

03  담화 목적

소재  신제품 출시 안내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ig Panda Nutrition의 수석영양사인 Carrie 
Wilmore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구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만족을 느끼셨던 많은 다른 고객들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곧 있게 될 새로운 에너지바(단백질바)인 

Big Panda Bars의 출시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제품을 

아껴주시는 고객인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바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Big Panda Bars는 4월 20일부터 인터넷에서 특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이 맘에 들어 하실 것을 보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어휘

chief a. 주된, 최고위자인     nutritionist n. 영양사     purchase n. 
구매, 구입     satisfied a. 만족한     customer n. 고객     announce 
v. 발표하다, 알리다     upcoming a. (행사 등이) 다가오는, 임박한     

release n. 출시     protein n. 단백질     available a. 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guarantee v. 품질 보증을 하다, 보장하다     serve v. 

서비스를 제공하다     support n. 지원, 지지, 후원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출시될 에너지바(단백질바)를 소개하고, 그것의 

구매 방법을 알리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3  ‘새로운 제품 출시를 

홍보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08

04  담화 주제

소재  애완돼지 사기 전 고려할 사항

듣기 대본 해석

남:  배불뚝이 돼지를 기르는 것은 신나고 보람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구매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돼지를 

키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끼 돼지는 몇 차례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하며, 여러분이 상상

하실 수 있듯이, 돼지는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돼지는 수명이 길어 최대 

15년까지 살 수 있으므로 돼지를 기르는 것은 장기 투자입니다. 돼지는 

또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상당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자주 비우거나 돼지를 키우는 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돼지는 멋지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여러분이 

사기 전에 보살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raise v. 키우다, 기르다     potbellied a. 배가 불룩 나온     rewarding 
a. 보람이 있는, 유익한     consider v. 고려하다     own v. 소유하다 
piglet n. 새끼 돼지     require v. 필요하다     veterinarian n. 수의사 
consume v. 소모하다, 먹다     lifespan n. 수명     social animal 
사회적 동물     dedicate v. (시간이나 노력)을 바치다, 전념하다     

reconsider v. 재고하다     care for 보살피다, 돌보다

정답  1  

문제풀이

돼지가 많은 보살핌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애완동물이므로 구매 전에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에 대해 숙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1  ‘애완돼지를 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총 어휘 수  124

2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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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수집품 전시 가능 여부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Little Town 전통 미술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 이름은 Susan Gaines인데 제 수집품 중 미술관에 기부하려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몇 점 있습니다.

남: 그렇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남: 수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 200년 가까이 된 원주민 도자기 세트가 있습니다.

남: 저희 원주민 예술 전시회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언제 기부하고 싶으세요?

여: 5월 전에 그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전시할 수 있으세요?

남: 갤러리 스케줄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휘

collection n. 수집품     exhibit v. 전시하다     native n. 원주민 
pottery n. 도자기     fit for ~에 적합한, ~에 어울리는     

art exhibition 예술 전시회     await v. 기다리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200년 가까이 된 도자기 세트를 남자가 일하고 있는 미술관에 기부

하고자 한다.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5  ‘미술관 직원 — 기부자’이다.

총 어휘 수  123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가게 인테리어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Thompson 씨. 부탁하신 대로 가게를 꾸미는 것을 끝마쳤

습니다. 

남: 멋진데요. 혼자서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여:  네. 저기 벽 위에 가게 이름이 있는 간판이 보이시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천장에 램프도 매달았어요.

남: 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 초는 어떤 거 같으세요?

남:  가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그것들을 올려놓으신 건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여: 네. 그것들은 잘 팔려서 앞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 좋아 보이네요. 큰 꽃병을 놓은 것도 좋네요. 우산을 거기에다 넣었네요.

여: 또 선반은 비누로 꾸몄어요.  

남: 모든 게 좋아 보이네요, Mary.
여: 고마워요, Thompson 씨.

어휘

set up 꾸미다, 마련하다     by yourself 혼자     ceiling n. 천장     

addition n. 추가된 것, 부가     arrange v. 정리하다

정답  2  

문제풀이 

대화에서 천장에 램프를 매달았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스탠드 램프이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28

07  할 일

소재  참석하지 못한 회의 자료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응급실에 가야 했어요.

남: 오, 안 됐군요. 아이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여: 아이는 괜찮아요. 자전거에서 떨어졌었어요.

남: 저런! 음, 안됐지만, 당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네요.

여: 이런! 어쩌죠. 제가 묻고 싶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  걱정 말아요. 토의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이메일을 보내 

줄게요.

여: 정말이요? 그러면 좋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당신 아들이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 다시 감사드려요. 이메일 기다릴게요.

어휘

sum up 요약하다     recover v. 회복되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중요한 회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 했으므로 정답은 5  ‘회의 내용 이메일로 보내주기’이다.

총 어휘 수  105

08  이유

소재  주말 여행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Charlie. 주말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 중이니?

남: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시골에 가려고 해. 우리는 카누 타러 갈 거야.

여: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아!

남: 남동생이 운전해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갈 거야. 우리랑 같이 갈래?

여: 난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아마 오늘 밤에 끝낼 수 있을 거야.

남: 잘됐다.

여: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남: 음, 일기예보는 좋을 거라고 했어. 환상적인 드라이브가 될 거야.

여: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려?

남: 두 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여:  음... 나는 차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차멀미가 나.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네.

남: 안 됐구나. 조만간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여행가자.

어휘

forecast n. 일기예보     car sickness 차멀미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할 일은 많지만 오늘 밤까지 끝낼 수 있다고 했으나 차에 오래 앉아 있으면 

차멀미가 나서 못 가게 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4  ‘차멀미를 하기 때문에’이다. 

총 어휘 수  130

98  



09  숫자

소재  핫도그와 햄버거 주문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핫도그랑 햄버거 각각 얼마예요?

여: 각각 핫도그는 2달러이고 햄버거는 4달러입니다.

남:  그렇군요. 핫도그 2개랑 햄버거 1개 살게요. [잠시 후] 아! 저 머그잔들은 

파는 거예요? 하나 갖고 싶은데.

여:  죄송합니다만, 파는 것 아니에요. 사실 10달러 이상 쓰는 손님들을 위한 

사은품이에요. 다른 상품 하나나 두 개를 더 사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남: 그럼, 다른 걸 또 사야겠네요.

여: 추로스는 어때요? 하나에 4달러예요.

남:  음식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료는 어떨까요? 오렌지 주스는 얼마예요?

여: 오렌지 주스는 2달러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제 주문에 오렌지 주스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제 머그잔을 

받을 수 있죠?

여: 물론입니다.

남: 좋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어휘

churros n. 추로스     put A on one’s card A를 카드로 계산하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2달러짜리 핫도그 2개와 4달러짜리 햄버거 하나를 주문했는데 1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머그잔을 준다는 말을 듣고 2달러짜리 오렌지 주스 하나를 

추가했다. 따라서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5  ‘$10’이다.

총 어휘 수  139

10  언급 유무

소재  도시의 지하철

듣기 대본 해석

여:  우리 박물관에 지하철 타고 가는 거지? 나는 전에 지하철을 타 본 적이 

없어.

남:  정말? 그럼 우리 오늘 타보자. 이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 시스템 중에 하나야. 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여: 멋지네.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하철이 많이 붐빌 것 같아.

남: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7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장담해.

여:  7백만 명이라고?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구나. 지하철이 어디든 가는 거야?

남:  기본적으로 네가 이 도시 안에서 가야 하는 어느 곳이라도, 그리고 주요 국제 

공항들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의 모든 중심지도 갈 수 있어.

여: 참 인상적이구나. 빨리 타보고 싶다!

어휘

most heavily used 가장 많이 이용되는     transit n. 운송, 수송, 교통 
get quite crowded 많이 붐비는     assure v. 장담하다

basically ad. 기본적으로     hub n. 중심지     city limits 시의 경계 

impressed a. 인상 깊게 생각하는, 감동을 받은

정답  3  

문제풀이

이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는 언급했지만 가장 오래됐다는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3  ‘이 도시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이다.

총 어휘 수  13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예술센터 이용안내

듣기 대본 해석

[딩동]

남:  Franklin 예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시회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국경일에는 열지 

않습니다. 특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큐레이터에게서 

회원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회원권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artscenter.franklin.edu에서 매월 1일에 새로운 

전시회와 추가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기부를 하고 

싶다면 무료전화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휘

national holiday 국경일     attend v. 참석하다     purchase v. 

구입하다, 구매하다     curator n. 큐레이터, 전시 책임자     faculty n. 

교직원     exhibition n. 전시회, 전시     addition n. 추가, 부가     

donate v. 기부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의 말 중간 부분에서 회원권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무료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학생들에게는 회원권 구매 시 할인이 적용

된다.’이다. 

총 어휘 수  109

12  도표

소재  축구 티켓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Joey야! Manchester United 티켓을 이번 주말에 구입할 수 있대.

남: 정말?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빠를 위해 티켓을 사는 건 어때?

여: 좋은 생각이야.

남: 팬석 티켓은 어때? 어쨌든 그는 열혈 팬이셔.

여: 글쎄,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아빠는 시끄러운 팬석은 별로 안 좋아하셔.

남: 알겠어. 그럼 일반 좌석으로 하자.

여: 이제 어느 경기를 관람하실지를 골라야 돼.

남: Manchester City랑 하는 경기가 재미있을 텐데 원정 경기야.

여: 맞아. 그리고 200달러는 우리한테 너무 비싸.

남:  응, 다른 팀들을 보자. [잠시 후] 아! 우리 각자 60달러씩 내면 이 경기 

티켓을 살 수 있어.

여: 좋네. 어서 그 표를 구매해.

어휘

section n. 구획, 부분     normal seat 일반 좌석     away game 
원정 경기 

정답  5  

문제풀이 

일반 좌석으로 한다고 했고 Manchester City와 하는 경기는 너무 비싸서 

못산다고 했으므로 3 , 5 번이 남는다. 둘이서 60달러씩 내서 살 수 있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티켓은 120달러인 5 번이다.

총 어휘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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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거미 박멸 방법

듣기 대본 해석

여: 오, 이런! 이리 와 봐요, 여보.

남: 무슨 일이에요, Sandy?
여: 화장실에 죽은 거미가 있어요.

남: 진정해요. 내가 버릴게요.

여: 난 거미가 싫어요. 심지어 죽은 것도요. 고마워요.

남: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당신을 공격

하지 않아요.

여: 나도 알지만 집에 더 많은 거미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남: 음, 하나가 있으면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죠.

여: 거미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남: 모든 방에 거미 덫을 놓을 수 있죠.

여: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좀 보기 흉한 것 같아요.

남: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여:  5  해충 박멸 회사에 전화해야 해요.

어휘

attack v. 공격하다, 덤벼들다     chances are (that) 아마 ~일 것이다, 

~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get rid of ~을 처리하다, 없애다     place v. 

놓다     trap n. 덫, 올가미     work v. 효과가 있다     unsightly a. 

보기 흉한     <문제> pest n. 해충     extermination n. 근절, 박멸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집에 거미가 더 있을까봐 뭔가를 하고 싶어하자 남자는 거미 덫을 

놓자고 했고 여자는 그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남자에게 적절한 대답은 5  ‘해충 박멸 회사에 

전화해야 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화장실 청소 해줄 수 있나요?

2  당신을 위해 그 죽은 거미를 없애 줄게요.

3  난 늘 거미나 곤충들을 싫어했어요.

4  집에 거미 덫을 놓읍시다.

총 어휘 수  114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속편이 나온 영화의 이전 작품 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Mark. 나랑 같이 영화 볼래?

남: 어떤 영화인데?

여: The Thirst Game라고 불리는 영화야. 

남: 아, 몇 년 전에 그 영화 봤어. 지금 영화관에서 속편이 상영 중이지 않아?

여: 맞아, 그건 지난 주에 개봉했어. 

남: 그럼 왜 예전 영화를 보려고 해? 속편 보러 가자. 

여:  난 아직 첫 번째 영화를 안 봐서, 신작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

남: 정말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이야?

여: 그래. 그래서 내가 너랑 첫 번째 영화를 같이 보고 싶었던 거야. 

남:  첫 번째 영화를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가 속편을 볼 때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날 테니까.

여: 잘 됐다. Mark. 그걸 어디서 보면 좋을까?

남: 2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집에서 보자.

어휘

sequel n. (책, 영화 등의) 속편     memory n. 기억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최근에 속편이 나온 영화의 이전 작품을 보지 않아서, 이전 작품을 

남자와 함께 보고 싶어 한다. 여자는 마지막에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을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집에서 보자.’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영화관에서 속편을 보자.

3  미안하지만 첫 번째 영화를 난 이미 봤는걸.

4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네 책을 돌려줄게.

5  첫 번째 영화보다 속편이 더 나은 것 같아. 

총 어휘 수  142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여름방학 일자리

듣기 대본 해석

남:  Matt와 Cindy는 고등학교 토론팀 친구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만나 여름방학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Matt는 재미있는 여름방학 일이 있지만 Cindy는 Matt에게 그녀는 자신이 

즐길 만한 여름 일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Matt는 Cindy가 

아주 근면하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Matt는 

그녀를 돕고 싶어합니다. 그는 Cindy에게 자신의 숙모님께서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Cindy는 꽃집에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Matt는 Cindy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Matt:  2  숙모께 여름에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여쭤볼게.

어휘

debate n. 토론     randomly ad. 무작위로, 우연히     work ethic 
근면, 노동관     run v. 운영하다     <문제> sooner or later 조만간

정답  2  

문제풀이

여름방학의 일을 구하지 못한 Cindy는 Matt의 숙모님이 꽃집을 운영하신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고 있으므로 Matt는 이런 상황에서 2  ‘숙모께 

여름에 도움이 필요하신지 내가 여쭤볼게.’라고 말할 것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내 생각에 넌 조만간 일을 찾을 거야.

3  왜 이번 여름에 일을 찾지 않는 거니?

4  네가 아버지께 나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해 줄 수 있니? 

5  내가 너라면 당장 일을 찾을 거야.

총 어휘 수  109

100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 권유

듣기 대본 해석

[차임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제 이름은 Day이고요, 여러분의 체육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포츠 클럽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가 학업에 열중하면서 종종 여러분은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전에 말했듯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과 지구력을 길러주고 

유연성도 향상시켜줍니다. 게다가, 연구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기분과 집중력 

같은 두뇌 기능들을 향상시켜 준다고 제시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 

운동 권장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 후 스포츠 클럽을 시작합니다. 이 

클럽은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축구, 농구, 탁구, 배구를 

할 겁니다. 참여하고 싶으면, 그저 저와 다른 활동적인 학생들과 방과 후에 

야외에서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어휘

physical education 체육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regular a. 규칙적인     build v. 형성하다, 만들어 내다     strength n. 

힘, 기운     endurance n. 참을성, 인내, 지구력     mood n. 기분 
concentration n. 집중력     recommended daily dose 하루 

권장량     table tennis 탁구     participate v. 참가(참여)하다

정답  16 1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규칙적인 운동의 장점을 이야기 하면서 이제 새로 시작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하루 권장 운동량을 하도록 권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스포츠 클럽 참가를 권하려고’이다.

17  남자는 규칙적인 운동이 체력, 참을성, 유연성을 길러주고, 기분과 집중력 

같은 정신 작용들을 돕는다고 하였으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체중 감량’이다.

총 어휘 수  156

DICTATION ANSWERS

01  Are you free

02   how long have you been

03   we’re excited to announce / available for online 
purchase / we guarantee you’ll love them

04   frequent trips to the veterinarian / have a long lifespan / 
don’t have the time to dedicate to   

05   considering donating to your museum / be a great fi t for / 
give you a call

06   I fi nished setting up / hung a lamp from the ceiling / 
on the right side of the shop / I also arranged a shelf

07   fell off  his bike / summing up all of the important things / 
hope your son recovers quickly

08  We’re going canoeing / fi nish it tonight / the forecast 
says / I get car sickness

09  they’re not / Add an orange juice / Please put all this 
on my card

10  the most heavily used transit systems / it’s not that bad / 
as well as to all the major hubs

11   Our exhibition hall is open daily / purchase a membership 
from the curator / Please visit our website

12   in the fan section / an away game / buy him a ticket

13   throw it out / be so afraid of them / chances are that / 
they are rather unsightly

14   Isn’t the sequel playing / I doubt I’ll understand the 
story / be fresh in my memory 

15   can’t believe what he’s hearing / has a great work ethic / 
runs a fl ower shop

16-17  fi nd time to exercise / stay healthy / for one hour 
a day / recommended daily dose of exercise / jo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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