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새로 이사한 아파트

듣기 대본 해석

남: 새 아파트로 물건들 다 옮겼니, Wanda?

여: 응. 1층이라서 어렵지 않았어. 

남: 멋진데. 너네 아파트에 옥외 테라스는 있니?

여: 1  응. 그래서 내가 이곳을 선택한 거야.

어휘

patio n. 옥외 테라스

정답  1

문제풀이

1층이라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옥외 테라스가 있는지 물었으므로 1  ‘응. 그래서 

내가 이곳을 선택한 거야.’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아니. 내 가구를 옮기는 게 많이 어려웠어. 

3  난 주택이 좋은데 아파트는 너무 시끄럽거든. 

4  맞아. 난 항상 꼭 기 층에서 살고 싶었어. 

5  물론. 너 지난주 내 파티에 왔어야 하는데. 

총 어휘 수  4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손가락 깁스

듣기 대본 해석

여: 오, 손가락에 깁스했네요. 다쳤어요?

남: 네. 훈련 중에 슬라이딩 태클을 당했는데 손으로 짚고 넘어졌어요.

여: 의사에게 가 보는 게 좋을 거예요. Dr. Kebb을 방문해 봤어요? 

남: 2  갔다 왔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어휘

cast n. 깁스     <문제> injury n. 상처     referee n. 심판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손가락을 다친 남자에게 의사에게 가봐야겠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한 

남자의 가장 적절한 응답은 2  ‘갔다 왔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상처가 아주 심해 보여요. 

3  같이 연습하러 가는 건 어때요?

4  아뇨. 저는 경기에 참가 안 할 것 같아요.

5  심판이 그에게 레드 카드를 줬어야 했어요.

총 어휘 수  44

03  담화 주제

소재  꽃밭 가꾸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보통 당신의 자녀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들과 꽃밭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원을 가꾸는 것은 자녀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동시에 당신의 뜰을 밝아지게 만드는 멋진 

방법입니다. 꽃밭은 아름답고, 다른 꽃들을 고르고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아주 재미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밖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염려되거나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걱정

된다면 꽃밭은 그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식물을 

보살피는 동안 아이들은 무언가를 돌보는 것과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

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발달시키도록 해줍니다. 이번 봄에 가족 시간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꽃밭을 만들고 아이들이 꽃피우는 것을 지켜

보세요!

어휘

brighten v. 밝히다, ~에 생기를 주다     be concerned about ~을 

염려하다, ~에 관심을 가지다     responsibility n. 책임감     blossom 
v. 꽃을 피우다

정답  5

문제풀이

아이들과 꽃밭을 가꾸면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를 말해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아이들과 꽃밭을 가꿀 때의 이로움’이다.

총 어휘 수  139

04  의견

소재  혼자 있는 시간

듣기 대본 해석

여: Jeff, 최근에 직장에서 당신을 못 봤네요. 어디에 있었나요?

남: 몇 주 휴가를 내고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여: 혼자 갔었나요?

남: 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정말 즐겨해요.

여: 하지만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남:  별로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여: 그럼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남: 전적으로요.

여: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 있을 때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제 생각에 

저는 좀 더 사회적 존재인가 봐요.

남:  저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배웠고, 그게 

제가 사회 생활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것은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해지도록 도와주었어요.

여: 아하, 저는 당신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휘

self-reflection n. 자기 반성     absolutely ad. 전적으로, 그럼(물론이지)

uneasy a. 불안한     anxious a.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creature n. 

(생명이 있는) 존재     comfortable a. 편안한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반성에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1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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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구직자와의 인터뷰

듣기 대본 해석

여: 좋은 아침입니다.

남: Jackson씨군요. 앉으세요.

여: 감사합니다.

남:  당신의 자격증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당신이 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더군요.

여:  음,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블록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 

후부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남:  훌륭하군요. 또한 여기 보면 당신이 Carter & Young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 네. 작년 여름방학 동안 그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남: 좋습니다. 그럼, 저희 채용에 해 어떻게 아셨죠?

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을 고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종류의 

건축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 저는 상업 개발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남: 당신은 저희 회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어휘

credential n. 자격증     valedictorian n. 졸업생 표, 수석 졸업생

architecture n. 건축학     hire v. 고용하다     commercial a. 상업의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의 이력에 한 질문을 하면서 채용에 해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있고, 여자는 그에 알맞은 답을 하고 있으므로 면접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면접관 — 구직자’이다.

총 어휘 수  142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선거 포스터 제작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Patrick!

남: 안녕, Teresa. 뭐하고 있니?

여: 나는 우리 선거 운동 포스터를 거의 끝냈어.

남: 단해! 배경에 사용할 좋은 학교 사진 찾았어?

여: 응. 그리고 전경으로는 가리키고 있는 우리 사진을 사용했어.

남: 좋아 보인다. 우리 옆에 네가 그린 현수막도 마음에 들어.

여: 좋은 선거 운동 구호가 떠오르지 않았어. 미안해.

남: 괜찮아.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후보 번호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듯해.

여:  네가 말하고 나서 보니, 그게 왼쪽에 있는 게 아마도 더 좋아 보이겠어. 

하단에 우리 학교 이름과 우리가 출마한 직위는 어때?

남: 괜찮은 거 같아. 잘했어, Teresa.

여:  고마워. 기억해, 우리는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선거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남: 알았어. 내가 늦어도 7시 30분까지는 거기 가 있을게. 고마워.

어휘

campaign n. 선거 운동, 캠페인     slogan n. 구호     candidate n. 

후보     election n. 선거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후보 번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

아 후보 번호는 오른쪽에 있어야 하나, 그림에서는 왼쪽에 있으므로 그림에서 

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49

07  할 일

소재  남편의 양복 찾아다 주기

듣기 대본 해석

[휴 폰이 울린다.]

여: 여보. 집에 오는 중이에요?

남:  네. 그런데 도로가 매우 붐비네요. 무엇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 사고 같은 게 난 거예요?

남: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나 없이 저녁 먹어요.

여: 좋아요. 언제 도착할 것 같아요?

남: 정말 모르겠어요.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여: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남:  세탁소에 들러서 내 회색 정장을 찾아줄래요? 내일 중요한 발표 때 그걸 

입고 싶어서요.

여: 물론이죠. 지금 거기 가서 가져올게요.

남: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내가 미리 돈은 냈으니까 그냥 가져오면 돼요. 곧 집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 좋아요, 여보. 여기 오면 봐요.

어휘

on one’s way ~ ~에 가는 중인     presentation n. 발표          

in advance 미리

정답  3

문제풀이

남편이 아내에게 양복점에서 자신의 회색 정장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므로 정

답은 3  ‘회색 정장을 찾아오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저녁 만들기

2  집에 더 일찍 오기

4  그에게 교통 상황 알려주기

5  그의 발표 준비 도와주기

총 어휘 수  135

08  이유

소재  야구 경기 전 상 편 선수의 영상 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Tommy. 내일 상 팀 선발투수의 영상 본 적 있니?

남: 아직. 근데 진짜 놀랍다고 들었어.

여: 응, 맞아. 인터넷에서 모두 그에 해서 난리야. 하이라이트 볼래?

남: 음... 보면 안 될 것 같아.

여: 왜? 왜 그렇게 잘하는지 보고 싶지 않아?

남: 그랑 경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여: 근데 동영상 몇 개 보면 경기를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남: 훈련이 준비하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여: 다른 선수들도 그 얘기 많이 했어. 동영상 보는 게 경기 준비에 도움이 안 된 .

남:  맞는 말이야. 동영상을 보는 건 시간 낭비야. 거실보다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01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3



어휘

starting pitcher (야구) 선발투수     highlight n. 하이라이트, 가장 흥미

로운 부분     prepare v. 준비하다     gym n. 체육관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야구 경기 전 상 팀 선수의 활약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라고 

하지만 남자는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실제 연습하는 편이 더 나은 경기 준비라고 

말하였으므로 정답은 4  ‘연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이다. 

총 어휘 수  128

09  숫자

소재  피자 주문

듣기 대본 해석

남:  Brother’s 피자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을 받을까요?

여: 네, 트리플 치즈 피자 라지로 주세요. 얼마가 될까요?

남:  스페셜토핑을 얹은 라지 사이즈는 보통 25달러지만 오늘은 고객 감사의 

날이라 모든 라지 피자를 레귤러 사이즈 피자의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 아, 좋네요. 그러면 치킨윙 주문도 추가할게요.

남: 네. 이제 다 된 건가요?

여: 네, 그게 전부예요.

남: 좋아요, 피자는 20달러이고 치킨윙은 10달러, 전부 30달러가 되겠어요.

여: 이번 주문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쿠폰을 웹사이트에서 받으셨나요?

여: 네. 10퍼센트 할인이 되네요.

남: 배달원이 도착하면 그에게 건네주세요.

어휘

customer n. 고객

정답  3

문제풀이

원래 라지 사이즈의 피자가 25달러인데 오늘이 고객 감사의 날이라서 레귤러 

가격인 20달러이고, 10달러짜리 치킨윙을 추가했으므로 합이 30달러이다. 

그리고 남자가 10퍼센트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므로 여자는 

27달러를 내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3  ‘$27’이다.

총 어휘 수  129

10  언급 유무

소재  흥미롭게 생긴 건물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컴퓨터로 무엇을 보고 있니?

여: 런던으로 여름 휴가 갔을 때 찍은 몇몇의 사진들이야. 한번 볼래?

남: 물론이지. [잠시 후] 이 건물 흥미롭네. 피클처럼 생겼네.

여:  맞아. 작은 피클인 오이 피클과 비슷해 보여서 런던 사람들은 그것을 “The 
Gherkin”이라고 불러.

남: 그것의 진짜 이름은 뭐니?

여: 30 Saint Mary Axe야. 그건 이 건물의 주소야.

남: 그 건물 안에는 뭐가 있니?

여:  음, 그것이 런던의 금융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다른 금융 회사와 몇몇의 

식당도 수용하고 있어.

남: 높이는 얼마인데?

여: 략 180m 정도 된다고 생각해. 41층이나 돼.

남: 안에 들어 갔었니?

여: 응. 내부 사진을 찍었어. 사진 볼래?

어휘

gherkin n. 오이 피클     address n. 주소     financial district 금융가 
house v. 수용하다     along with ~도 함께

정답  5

문제풀이

건물의 겉모습, 주소, 용도, 층수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건축 년도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5  ‘건축 년도’이다.

총 어휘 수  118

11  내용 일치ㆍ불일치

소재  중고 물건 판매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의 집은 필요 없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나요? 먼지가 쌓여 있는 

오래된 TV, 냉장고,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Big Bear Resale 
Services는 여러분께 딱 맞는 곳입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파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오래된, 

중고 물품으로부터 최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골동품 가게, 폐품 

처리장, 개인적인 구매자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전화기를 들어서 저희에게 전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 가서 오래된 물건들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고, 관심이 있는 구매자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여러분의 

물건들을 무료로 픽업하고 배달도 합니다. 오늘 Big Bear Resale 
Services에 전화주세요!

어휘

cluttered a. 어수선한, 필요 없는     antique n. 골동품     scrapyard 
n. 폐품 처리장     assure v. 장담하다, 확언하다     appraise v. 살피다, 

뜯어보다     buyer n. 구매자 

정답  5

문제풀이

Big Bear Resale Services는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팔아주는 곳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물건을 픽업하고 배달하는 것도 무료로 해준다고 말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픽업과 배달 서비스는 유료이다.’이다. 

총 어휘 수  126

12  도표

소재  동아리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Aaron, 안녕. 방과후 영어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이야.

남: 백 선생님께서도 나보고 계속 하나 들어가라 그러셔.

여:  그럼 같이 하나 들어가자.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거의 내 유일한 

친구야.

남:  좋은 생각이야. 선생님께서 이 시간표 주셨어. 이 동아리는 어때? 난 항상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여:  나도 그 동아리 진짜 들고 싶은데 월요일에는 학교 끝나고 피아노 연습 가야 

돼. 토론 동아리는 어때? 토론하는 게 항상 흥미로웠어.

남:  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좋을 것 같아. 말하기랑 토론하기에는 

별로 관심 없어.

여: 음, 이제 남은 동아리가 두 개로 좁혀졌네. 어떤 것을 고를까?

남: 이 동아리가 회원이 더 많은가 보네. 가입하자.

여: 응, 그래야 내가 친구를 사귈 기회가 더 많으니까.

남: 그러니까. 내가 우리 둘을 가입해 놓을게.

04  



어휘

afterschool a. 방과후     debate n. 토론  v. 토론하다     option n. 

선택, 옵션     sign up 가입하다

정답  1  

문제풀이 

연기 동아리인 3 번은 여자가 시간이 안 된다고 했고 남자는 토론과 말하기보

다는 독서를 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남는 것은 1 번과 4 번이다. 이 둘 중에 회

원이 더 많은 곳으로 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5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회의 준비

듣기 대본 해석

여: 뭔가 지금 급하신가 봐요?

남: Craig 봤어요?

여:  Craig요? 아침 일찍 나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안 

왔어요.

남: 정말이에요? 그는 이번 달에 세 번이나 아프다고 전화했었어요.

여: 그는 몇 주 동안 꽤 아픈 것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그와 저는 오늘 사업 동업자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가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거든요.

여: 오. 정말이에요?

남:  그는 가끔 굉장히 무책임하네요. 어쨌든, 그가 회의를 위해 준비했던 

유인물을 본 적 있나요?

여: 어떻게 생겼어요?

남:  지난 분기 동안 회사의 재정과 판매 순위에 관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여: 제가 찾아보기 시작해보고, 찾으면 갖다 드릴게요.

남: 3  고마워요. 제가 신세를 지네요.

어휘

in a hurry 서두르는     call in sick 아파서 결근한다고 전화하다

call a meeting 회의를 소집하다     irresponsible a. 무책임한

handout n. 유인물     regarding prep. ~에 관한     finance n. 재정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데 Craig의 결근으로 여자가 회의 준비에 필요한 

유인물을 찾아서 갖다 준다고 말했으므로 그에 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고마워요. 제가 신세를 지네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회의를 취소해야 해요.

2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4  저는 이미 정보를 모두 복사했어요.

5  네, 좋아요. Craig한테 도움 좀 받아요.

총 어휘 수  141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서로 다른 게임 선호도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Carol. 너 휴 폰으로 새로운 Candy Stomp 게임을 하고 있구나.

여: 응. 내 친구 James가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줬어.

남:  나도 그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네가 끝나면 내가 그것을 해봐도 괜찮을까?

여: 문제없어. 몇 분 후에 너에게 줄게.

남: 너무 좋아. 너 Battle of the Clans 해본 적 있어? 그거 꽤 재미있어.

여: 그거 한 번 해봤는데, 나는 지루하게 느꼈는데.

남: 정말? 그거 매우 인기 있는데.

여: 음, 내 취향에는 너무 복잡했어. 나는 단순한 게임을 좋아해.

남: 그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 내 어린 사촌도 하던걸.

여: 나는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나 봐.

남: 음,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여: 4  네 말이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선호도를 갖지.

어휘

recommend v. 추천하다     popular a. 인기 있는     complicated 
a. 복잡한     opinion n. 의견     <문제> broken a. 고장 난, 깨진     

relax v. 긴장을 풀다, 진정하다     preference n. 선호도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말한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에 남자가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되물었으므로 여자의 적절한 답은 4  ‘네 말이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선호도를 갖지.’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미안한데, 넌 할 수 없어. 내 폰이 고장 났어.

2  물론이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내가 긴장을 풀도록 도와줘. 

3  문제 없어. 그게 바로 우정이지.

5  너는 다른 게임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총 어휘 수  135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기차표 구매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뉴욕시티에서 친구를 만난 후 Taylor는 고향인 Minneapolis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러 Grand Central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막히고 택시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Taylor는 기차 

시간에 늦을까 봐 걱정됩니다. 역에 도착하자 출발 시간까지 이십 분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표를 사는 줄은 굉장히 깁니다. 그는 역무원을 발견하고 

표를 살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aylor가 역무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Taylor: 3  표를 살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나요? 

어휘

congested a. 차가 막히는, 혼잡한     departure n. 출발, 떠남

정답  3

문제풀이

Taylor는 기차역에 시간적인 여유 없이 도착했는데 표를 사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줄이 매우 긴 것을 발견하고, 역무원에게 다른 곳에서 표를 살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이 상황에 Taylor가 할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표를 살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나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여기 뉴욕에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2  기차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4  이곳은 제가 본 기차역 중에서 가장 좋은 기차역이네요.

5  Minneapolis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총 어휘 수  130

01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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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시에서 운영하는 조합 소개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행사에 해 여러분 모두 

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만, 조합에 해서는 아시나요? 저희 시의 조합은 

우리 지역 공동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열리기 때문에 회원들은 기금 

마련, 자원봉사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신선한 

농산물과 요리방법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공동체 내 회원들로 

하여금 서로 돕는 데 참여하도록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조합에 

가입하고, 참여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네요. 회원들은 서로 소통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홍보하는 데 Twitter와 KakaoTalk과 같은 여러 소셜 

미디어 수단들을 활용한답니다. 또한 우리는 Facebook 페이지를 갖고 

있고, 때때로 기금마련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려면 YouTube에 가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동료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co-op n. 조합     produce n. 농산물     upcoming a. 다가오는, 곧 있을

정답  16 2    17 4

문제풀이

16  여자는 조합 활동 내용에 해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조합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조합을 통한 지역사회 (행사) 참여’이다. 

17  여자는 조합원들이 소통하고, 행사를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로 Twitter, 
KakaoTalk, Facebook을 언급하였고, 이전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YouTube 

페이지를 볼 것을 권하였다. 언급되지 않은 것은 4  ‘Instagram’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소셜 네트워킹의 다른 유형들

3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한 조직적 방법

4  곧 있을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

5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이점

총 어휘 수  158

DICTATION ANSWERS

01 Did you get everything moved into

02   fell on my hand 

03   brighten up your yard / you’re concerned about / 
caring for the plants / watch your children blossom

04   go backpacking / feel lonely / It allows time for self-
refl ection / I’m more of a social creature / enjoy time 
alone

05   looking over your credentials / it comes quite naturally 
to me / we decide to hire you / you would be a great fi t 
for our company 

06   come up with any good / would look better on the left  / 
by seven thirty at the latest

07   on your way home / what’s causing the bad traffi  c / do 
me a favor / I paid for it in advance 

08  the opposing team’s starting pitcher / is going crazy 
about him / we play against him / watching videos 
doesn’t help them prepare for games

09  May I take your order / regular-sized one / In that case / 
Is it possible to use a coupon

10  It looks like a pickle / Th at’s its address / it houses 
many diff erent fi nancial companies / It’s forty-one 
stories high 

11   cluttered with a bunch of junk / selling your unwanted 
items / for your old, used stuff  / fi nd an interested 
buyer / deliver them for free

12   has been pushing me to join one / I’d rather join a club / 
we have it narrowed down to two options

13   Are you in a hurry for some reason / who called the 
meeting / He can be so irresponsible / regarding the 
company’s fi nances / I’ll start looking for them

14   I try it out / Do you mind if I play / too complicated 
for my taste / not everyone can have the same opinion

15   Th e traffi  c on the way to the station / be late for his 
train / before the train’s departure / if there is another 
place

16-17  participate in community events / to help one 
another / members use several social media outlets / 
I urge you to become on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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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유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Lilly. 너 안 좋아 보여. 아주 피곤해 보이네.

여: 괜찮아. 하루 종일 두통이 있고 콧물이 날 뿐이야.

남: 심한 것 같아. 병원에 갔었니?

여: 4  응. 오늘 아침에 의사를 만났어.

어휘

headache n. 두통     runny nose 콧물     awful a. 끔직한, 엄청

정답  4  

문제풀이

병원에 다녀왔냐고 묻는 남자의 질문에 적절한 답은 4  ‘응. 오늘 아침에 

의사를 만났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

2  아니. 나 아직 집에 안 갔어.

3  너는 병원에 가야 해.

5  좋을 것 같아. 내가 곧 낫기를 원해.

총 어휘 수  4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TV 프로그램

듣기 대본 해석

여: 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고 있다고 들었어.

남:  그거 네가 좋아하는 거였어? 난 두 번째 회까지만 봤어. 지금까진 재미 

없던데.

여: 맞아. 시작이 좀 지루하긴 한데 나중에 아주 재미있어져.

남: 1  그럼 계속 볼게.

어휘

boring a. 지루한, 재미없는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남자도 본다는 것을 알고, 시작은 

지루하지만 나중에는 재미있어진다고 하였으므로, 남자가 이에 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그럼 계속 볼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계속 봐봐.

3  난 저 프로그램 한 번도 본 적 없어.

4  너 다 보고 나한테 빌려줬으면 좋겠어.

5  토요일 밤에 TV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어.

총 어휘 수  46

03  담화 목적

소재  캠핑장 이용 규칙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Walker Mountain State Park 캠핑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공원 관리원 Frank Reynolds이고 여기 주립 공원에서 지켜주셔야 

할 규칙에 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비누와 다른 세제용품에 있는 오염물질 

때문에 지정된 곳에서만 샤워하고 설거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모닥불에 신경 쓰시고 자정 전에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꽃놀이는 공원 부지 

내에서 금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치된 모닥불과 불꽃은 야생동물들과 

동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산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주저 없이 공원 경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Walker Mountain State Park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휘

discuss v. 상의하다, 논의하다     pollutant n. 오염물질     

designated a. 지정된     tend v. ~에 신경 쓰다, 주의하다     

extinguish v. 끄다, 없애다     prohibited a. 금지된     premises n. 

부지, 지역, 구내     untended a. 방치된, 돌봄을 받지 않은     hesitate 
v. 망설이다, 주저하다     violate v. 위반하다, 어기다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주립공원 관리원으로서 공원 내 캠핑장 이용 규칙에 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캠핑장 이용 수칙을 안내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8

04  대화 주제

소재  명상의 이점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Chase. 너 뭐 듣고 있어?

남: 안녕, Hailey. 명상에 관한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

여: 명상, 어? 나는 그거 시도해 본 적 없는데.

남:  팟캐스트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상으로

부터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니? 예를 들면, 명상은 에너지를 

북돋아 줘.

여:  흥미롭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후에 지쳤을 때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

남:  그럴 수 있지. 그들은 명상이 네가 밤에 잘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지에 해서도 얘기하고 있어.

여:  정말? 그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좋은 컨디션인 이유임에 

틀림없어.

남:  맞아. 그들은 또 명상은 너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정신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고도 말했어.

여: 그래서 명상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은 거지?

남: 응, 너의 전체적인 건강에 좋아.

여: 나도 명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 나도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야.

어휘

meditation n. 명상, 묵상     benefit v. 득을 보다, 유용하다  n. 이득

boost v. 북돋우다     meditate v. 명상하다     relieve v. 없애다, 

완화하다     sharpen v. 분명하게 하다, 선명해지다     beneficial a. 

유익한, 이로운     mentally ad. 정신적으로     physically ad. 육체적으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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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140202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문제풀이

남자가 팟캐스트를 통해 들은 명상에 관한 좋은 점을 여자에게 말해주고 있으

므로 정답은 2  ‘명상의 긍정적 효과’이다.

총 어휘 수  139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연극 연기 지도

듣기 대본 해석

남:  Cindy, 사를 외우는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여: 매우 잘 되고 있어요, Reynolds씨.

남: 당신이 빨리 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 음, 외울 건 많은데 저는 겨우 오늘 아침에 본을 받았어요.

남: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시간 더 공간을 여했을 뿐이고, 우린 

연기 억양 연습을 해야 해요.

여: 그래요, 지금 시작해요. 준비된 것 같아요.

남: 좋아요. 무  왼쪽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첫 사를 해 봐요.

여:  네. [잠시 후] “아들을 낳을 때, 나는 두 번째 남편을 묻었어요.” 어땠나요?

남: 좋아요. 이제, 같은 사를 무  오른쪽에서 해봅시다.

여:  알았어요. [잠시 후] “아들을 낳을 때, 나는 두 번째 남편을 묻었어요.” 이게 

나은가요?

남: 사실 그래요.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 좋아요. 저는 개막공연이 너무 기  되네요!

남: 그렇게 들으니 나도 기뻐요. 당신이 멋지게 해낼 거라고 믿어요.

어휘

line n. 사     script n. 본     deliver v. (강연, 연기, 사 등을) 하다 

정답  1  

문제풀이 

Line, script, stage, opening 등의 단어에서 연극배우와 연출자와의 화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  ‘감독 — 여배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미술 감독 - 심사위원 

3  상사 - 사무실 직원 

4  고객 - 미용사

5  개인 트레이너 - 모델

총 어휘 수  151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얼음으로 만든 놀이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기 정말 놀라워, 그렇지 않아?

여: 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꽤 춥네, 그렇지 않아?

남:  음, 한겨울이잖아. 저 뒤편에 고드름들 좀 봐. 뒤쪽에 특이한 얼음 조각품이 

있어.

여: 동물을 타고 있는 원숭이를 말하는 거니?

남: 응. 원숭이가 타고 있는 게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해?

여:  돼지 같아. 그건 그렇고, 나는 전체 성을 얼음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남: 그래. 정말 멋있어 보여. 성 안을 확인해 보고 싶어?

여: 음, 나 지금 이 시소를 타는 게 너무 재미있어.

남: 나는 아냐. 네가 나보다 훨씬 커서 나는 계속 위에만 있잖아.

여: 맞아. 네가 말하고 보니, 항상 아래에 있는 것도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 

남: 그래. 그럼 우리 성으로 가볼래?

어휘

icicle n. 고드름     peculiar a. 특이한, 이상한     sculpture n. 조각품

now that ~이므로, ~이기 때문에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자신이 아래에만 있다고 했는데 위에 올라가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51

07  할 일

소재  손님 접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이번 금요일에 침실 재배치 도와줄 수 있어요?

남: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할 수 있을까요?

여: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남: 네. 중요한 고객이 LA에서 오셔서 이번 주말에는 그녀를 접 해야 해요.

여: 주말 내내 바쁠까요?

남:  정확히 모르겠어요. 금요일 아침에 그녀가 도착하면 내가 공항에 데리러 

가야 해요.

여: 그녀와 하루 종일 같이 보내야 해요?

남: 그녀가 도시를 관광하고 싶어 해서 내가 구경시켜 줘야 해요.

여: 그럼, 그녀가 중요한 고객이라면 저녁 식사에 초 하는 게 어때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프랑스 요리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여: 알겠어요. 그러면 목요일에 식료품 장을 봐야겠어요.

어휘

rearrange v. 재배치하다     entertain v. 접 하다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의 ‘그럼, 그녀가 중요한 고객이라면 저녁 식사에 초 하는 게 어때요?’에서 

고객을 저녁식사에 초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적절한 것은 5  ‘고객에게 식사 접하기’이다.

총 어휘 수  123

08  이유

소재  새 유니폼 구매 요청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Temmel 선생님.

여: 안녕, John. 들어오렴. 무엇을 도와줄까?

남: 농구팀에 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 뭔데?

남: 음, 지난 시즌에 저희가 새로운 팀 유니폼을 샀던 것 아시죠.

여: 기억해. 모든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었잖니.

남: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라이벌 팀이 그들의 유니폼에 같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 Mound High School 말이니?

남: 네. 제가 일전에 그 학교 학생들이 입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  알았어, 그래서 너는 우리가 새로운 유니폼을 다시 사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니?

남: 네. 그러면 다른 경기에선 다른 유니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 그래,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게.

남: 정말 감사해요, Temmel 선생님. 결정하시는 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08  



어휘

rival n. 맞수, 경쟁자     principal n. 교장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작년에 농구부의 새 유니폼을 구매했지만, 라이벌 팀에서 같은 색의 유

니폼을 입은 걸 보고 새로운 유니폼을 다시 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3  ‘새 유니폼 구매를 요청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9

09  숫자

소재  스쿠터 여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오늘 오토바이 몇  빌리려고 해요.

여: 알겠습니다. 일단 50cc 스쿠터랑 125cc 오토바이가 있어요.

남: 그렇군요. 가격 차이는요?

여:  오토바이는 하루당 30달러예요. 스쿠터는 보통 25달러인데, 비수기 행사 

중이라 추가로 10퍼센트 할인해 드려요.

남:  좋은데요! 그렇게 멀리까지 몰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스쿠터 두 로 할게요.

여: 알겠습니다. 헬멧도 필요하신가요?

남: 그럼요. 탈 때 안전한 게 좋아요. 얼마예요?

여: 헬멧은 하루당 5달러인데, 행사에 포함은 안 돼요.

남: 그렇군요. 그럼 스쿠터 두 랑 헬멧 두 개로 할게요.

여: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어휘

rent v. 빌리다  n. 임 료     promotion n. 홍보, 판촉 행사

정답  3  

문제풀이

처음에 남자가 오늘 하루 빌린다고 했고, 스쿠터 두 라 하루에 50달러인데 

10퍼센트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므로 45달러이고, 헬멧 두 개 여료는 

10달러이므로 정답은 3  ‘$55’이다.

총 어휘 수  133

10  언급 유무

소재  지역사회 자원봉사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Terry Loggins이고요. 저는 오늘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만한 질문을 

듣고자 여기 왔어요.

남:   안녕하세요, Terry. 저는 제 아이들을 얼마 동안 자원봉사에 참가시키고 

싶었어요. 

여: 마음 속에 생각해 둔 자원봉사는 어떤 종류인가요?

남: 음, 그들은 아직 중학생이니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여:   오, 그래도 가능한 자리가 있어요. 그들은 무료급식소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도와줄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들은 싱글맘이나 나이든 분들이 잔디 깎기나 

쓰레기 치우기 같은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남: 정말 좋은 추천이네요. 제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여:   시청에 들르세요. 그들은 모든 가능한 자원봉사 자리에 한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남: 충분히 쉬워 보이네요.

여: 그것은 쉽고, 당신이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휘

community n. 지역사회     volunteer work 자원봉사

soup kitchen 무료급식소     retirement home 노인복지시설

senior citizen 고령자, 노인     mow v. (잔디를) 깎다

recommendation n. 추천     city hall 시청

정답  5  

문제풀이

화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 장소, 활동 내용, 시작 방법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봉사하게 될 시간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자원봉사 

하게 될 시간’이다.

총 어휘 수  144

11  내용 일치ㆍ불일치

소재  과학 박람회 소개

듣기 대본 해석

여:  우리는 과학 박람회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고 학생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예선전을 통해 선발한 2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은 오늘날의 세계에 관련이 있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5월 22일인 오늘부터 2주 동안 학생 센터 

이벤트 홀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재료가 그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최우수 우승자는 특허권을 갖고 

아이디어의 실제 원형을 제작하기 위해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휘

preliminary n. 예선전     submit v. 제출하다     qualify for ~의 

자격을 얻다     relevant a. 관련 있는, 적절한     take place 개최되다     

patent n. 특허권

정답  4  

문제풀이

담화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작동되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한 재료의 수와 

종류에 따라 평가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  ‘사용한 재료의 수와 종류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이다.

총 어휘 수  127

12  도표

소재  에어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새 아파트에 설치할 에어컨을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때요? 창문에 다는 형식인데 전력 소요량이 낮아서 

전기세를 꽤 아낄 수 있어요.

여: 아, 창문에 다는 건 별로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남: 알겠습니다. 음, 이 모델이 요즘 잘 팔려요. 리모컨도 함께 온답니다. 

여: 리모컨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에어컨이면 좋겠어요.

남: 좋습니다. 풍향 조절 되는 모델을 원하세요?

여: 그럼요.

남: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모델로 줄어들었네요. 가격 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 가능하다면 250달러보다 적게 쓰고 싶네요.

남: 그럼 이 모델이 고객님께 딱 맞겠네요.

여: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02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09



어휘

power rating 전력 소요량, 전기요금률     oscillate v. 계속 오가다, 

왔다 갔다 하다, 진동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창문에 달고 싶지 않다고 했으므로 2 번은 제외되고, 리모컨도 필요 

없다고 했으므로 남는 것은 4 , 5 번이다. 4 번과 5 번은 파워는 같고 둘 다 

풍향 조절이 되는데, 그 중에 가격이 250달러보다 싼 것을 원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25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교내 장기자랑 회에서 탈락한 친구 위로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Laura, 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여: 괜찮아. 큰 문제는 아니야.

남: 말해봐. 나한텐 어떤 것도 말할 수 있잖아. 뭐가 문제야?

여: 음, 넌 내가 지난주 학교 장기자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지?

남: 응, 기억나. 저글링 공연에 몇 시간이나 들였잖아.

여: 맞아. 그래서 오늘 게시판을 확인해봤는데 장기자랑에서 탈락했어.

남: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하잖아.

여: 난 내 공연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실수도 전혀 하지 않았고.

남:  네가 좌절한 거 이해해. 내가 연극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여: 너무 속상해. 내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어.

남: 3  기운 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어휘

bulletin board 게시판     make it 성공하다     flawless a. 완벽한, 

나무랄 데 없는, 결점이 없는     frustration n. 좌절     heartbreaking 
a. 속상한, 가슴 아픈     shot a. 완전히 망가진     <문제> apologize v. 

사과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장기자랑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 있다. 무척 속이 

상하고 자신감이 무너졌다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기운 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걱정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2  쇼에 참여하게 된 걸 축하해. 

4  알겠어. 끝나면 전화할게.

5  괜찮아.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총 어휘 수  123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오랜만에 만난 고교동창과의 화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우리 전에 만난 것 같은데. 네 이름이 Jamie 아니었나?

여: 응. 맞아. 너 우리 고등학교 출신인 Ricky 맞지? 오랜만이네. 

남:  응.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졸업식인 것 같은데. 거의 8년이 되어가네!

여: 와! 그렇게 오래 됐다니 믿어지지 않네. 요즘 어때? 

남: 지난 몇 년간 LA에서 살고 있어. 배우로 내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 중이야.

여: 정말? 주요 배역을 맡은 적이 있어? 

남: 단지 속 쓰림 약 광고에서 뱀파이어 역을 한 것 밖에 없어. 

여: 오, 나 그 광고 알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야. 정말 재미있던데. 

남:  고마워. 하지만 난 정말 할리우드 영화를 하고 싶어. 다음 주에 오디션이 

몇 개 있어. 

여: 2  네가 꿈을 쫓는 건 훌륭해.

어휘

commercial n. 광고     heartburn n. (소화불량에 의한) 속 쓰림

feature n. (영화 등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주요 작품 

정답  2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8년 만에 만나 근황을 얘기하고 있다. 

남자는 배우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볼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네가 꿈을 쫓는 

건 훌륭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진정해. 너 자신한테 그렇게 엄격하지 않는 게 좋아. 

3  너 영화 오디션 보는 게 좋겠다.

4  우리 영화 같이 보는 게 좋겠다.  

5  새로운 직업을 고려하는 게 좋을 거야. 

총 어휘 수  138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과학 수업의 팀 과제

듣기 대본 해석

남:  Lucy와 Jayden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번 학기에 그들은 과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 수업의 학생들에게 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Lucy와 Jayden은 팀으로 작업하면서 책임량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문제는 Lucy는 마술 동아리에 가입했고 연습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제 시간에 그녀의 과제를 끝내지 못합니다. 처음에 

Jayden은 Lucy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의 책임을 

자꾸 미루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Jayden은 Lucy에게 이에 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Jayden: Lucy, 3  네가 이 과제에 한 너의 책임을 다하길 바라.

어휘

assign v. (특별한 임무를) 하라고 하다(맡기다)     split v. 나누다, 쪼개다

responsibility n. 책임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정답  3  

문제풀이

팀 과제를 같이 하는데 친구가 자신이 맡은 부분을 하지 않아서 친구에게 

화가 난 상황이다. 이럴 때는 친구에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3  ‘네가 이 과제에 한 너의 책임을 다하길 

바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만약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해줘.

2  나는 네가 마술 동아리에서 정말 잘 하길 바라.

4  너는 학교와 집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해.

5  일이 너무 많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총 어휘 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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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교양과목 공부의 이점

듣기 대본 해석

여:  전국의 종합 학과 단과 학은 교양과목 프로그램에 한 관심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영향력 있는 몇몇 인물들은 교양과목이 쓸모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직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라고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교양과목이 유용한지 아닌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양과목 강의는 다른 과목들이 줄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능력들을 줌으로써 미래의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철학, 

역사, 그리고 어학을 공부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수학 같은 과목들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

줍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들은 다재 다능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양과목에 한 당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과목들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liberal arts 교양과목, 인문학     influential a. 영향력 있는     subject 
n. 과목, 주제     invaluable a. 매우 유용한, 귀중한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essential a. 필수적인     well-rounded a. 다재 다능한

sign up ~을 등록하다, 신청하다  

정답  16 5    17 2  

문제풀이

16  교양과목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5  ‘교양과목을 공부하는 것의 이점’이다.

17  여자는 철학, 역사, 어학, 수학은 언급했지만 교육학에 한 언급은 하지 않

으므로 정답은 2  ‘교육학’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교양과목과 전문적인 교육의 통합

2  교양과목 전공자들을 위한 취업 기회

3  교양과목에 한 관심 감소의 원인

4  교양과목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

17

1  철학               3  역사               4  언어               5  수학

총 어휘 수  144

DICTATION ANSWERS

01  had a headache and a runny nose / Have you been to a 
doctor’s offi  ce

02   It’s boring so far / it starts a bit slow

03   wash your dishes in designated areas / prohibited 
within park premises / endanger our wildlife as well as 
your fellow campers / Do not hesitate to contact

04   podcast about meditation / in a variety of ways / 
sharpen your mind / it’s benefi cial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05   there’s a lot to memorize / rented for another hour / 
deliver your opening line / let’s try the same line / Did 
that work better

06   it is the middle of winter / built that entire castle out of 
ice / I’m always stuck on the top / Now that you mention 
it 

07   rearrange the bedroom / I have to entertain her / I’m 
supposed to pick her up / spend the whole day / if she’s 
an important client 

08  popular with all of the players / the problem is our 
rival team / see what he thinks

09  rent a couple of motorbikes / What’s the price 
diff erence / running an off -season promotion / in the 
promotion

10  involved in volunteering / take care of daily matters / 
How do I get started / a listing of all available volunteer 
positions

11   based on the ideas they submitted / both relevant and 
useful / Th e fi nal round will take place / how much 
and what kind of material

12   it’ll save you quite a bit on electricity / Th ey come with 
a remote control / What’s your price range / I’d like to 
spend less than

13   It’s really no big deal / my performance was fl awless / 
Th e same thing happened to me / My confi dence is shot

14   make a name for myself / Have you got any big parts / 
one of my favorites

15   have split the responsibilities in half / fi nish her work 
on time / begins to get upset

16-17  a decrease in interest in liberal arts programs / 
Liberal arts courses prepare students for / gives 
students critical thinking skills / well-rounded 
person

02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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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시험 이후의 계획

듣기 대본 해석

여: 기말고사가 끝나서 너무 행복해.

남: 나도 그래. 이번 주말에 나랑 소풍갈래?

여: 좋기는 한데, 나는 벌써 친척집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

남: 4  아, 괜찮아. 우리는 다음에 갈 수 있잖아.

어휘

relative n. 친척

정답  4  

문제풀이

시험이 끝나고 주말에 소풍을 가자는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친척집 방문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해 남자는 괜찮다며 다음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4  ‘아, 괜찮아. 우리는 다음에 갈 수 있잖아.’가 된다.

오답 보기 해석

1  글쎄, 날씨를 한번 보자.

2  그래 나도. 정말 신나.

3  저녁에 너희 집에 들를게.

5  우리는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를 좀 더 해야 해.

총 어휘 수  45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과제 완성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Clara, 물리 과제 완성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니?

여: 그것은 꽤 어려웠어. 하지만 난 어젯밤에 끝낼 수 있었어.

남: 농담이겠지! 분명히 너의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을 거야, 그렇지?

여: 1  아니야. 내가 스스로 했어.

어휘

physics n. 물리학     assignment n. 과제     complete v. 완성하다  

a. 완성된, 완료된     <문제> on one’s own 혼자서, 단독으로     

chemistry n. 화학     a couple of 둘의, 몇 개의     

정답  1  

문제풀이

과제를 부모님이 도와주셨을 거라고 말하는 남자의 말에 한 답으로 적절

한 여자의 말은 1  ‘아니야. 내가 스스로 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까지일거야.

3  물론. 내가 해줄게.

4  난 화학을 물리보다 좋아해.

5  응. 그들은 며칠 뒤에 떠나.

총 어휘 수  43

03  요지

소재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은 고등학교에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더 잘 

생활한다고 보여줍니다. 운동은 학습, 기억, 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은 교실에서 적극적인 학생들에게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팀워크나 목표 설정과 같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다른 기술들에 

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효과는 때때로 학습적인 공부를 

능가합니다. 경기에 이기고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치, 트레이너, 

팀원들과 노력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휘

athletic a. 체육의, 경기의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주다

advantage n. 이점     go beyond ~을 넘어서다, 능가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로움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4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은 학업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18

04  의견

소재  정크푸드가 건강에 주는 영향

듣기 대본 해석

여: Tom, 여기서 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남: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여: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잖니. 이 쓰레기들 좀 보렴!

남: 네, 맞아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바로 치울게요.

여:  그리고 무엇이 지저분하게 했는지 보렴. 패스트푸드 봉지, 정크푸드 박스, 

음료수 캔, 사탕 껍질들이 사방에 있구나. 네가 전부 먹은 건 아니지, 그렇지?

남: 제가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여: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한테 너무 안 좋아. 그것 중 어떤 것도 전혀 건강에 

좋지 않아.

남:  네, 엄마는 저한테 정크푸드를 먹도록 절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 가끔 그것들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여:  내가 너의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으면 하는 

거야.

남: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더 이상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여: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렴.

어휘

messy a. 지저분한, 엉망인     once in a while 가끔, 때때로

정답  5  

문제풀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많은 정크푸드를 먹은 아들에게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5  ‘건강을 위해 정크푸드를 삼가야 한다.’가 

정답이다.

총 어휘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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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상사와 일상 화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런 날씨 어때요?

여:  끔찍해요, 그렇죠? 일기예보에 의하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하네요.

남: 오늘도 여전히 야외에서 일해야 하나요?

여: 아니요. 당신은 사무실에서 할 일들이 있어요.

남: 잘 됐네요. 만약 야외에서 일하다 아플까 봐 걱정했거든요.

여: Frank. 당신에게 뭔가 줄곧 하려고 했던 말이 있어요.

남: 네. 무엇인가요?

여: 요즘 당신은 평소답지 않아요. 괜찮아요?

남:  솔직히 제 아들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에서는 쌀쌀맞거든요. 

난 정말 그가 걱정돼요.

여:  이해해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애들은 애들이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놔두셔야 해요.

남: 조언 감사합니다 Stark씨.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여: 이 서류들을 구분해주면 좋겠어요.

어휘

forecast n. 예보, 예측     standoffish a. 쌀쌀맞은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화의 시작 부분에서 일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묻고 여자에게 아들에 

한 조언을 받았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3  ‘상사 — 부하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43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쇼를 위한 밴드의 전단지

듣기 대본 해석

남:  Sandra, 무얼 하고 있니?

여: 내 새로운 밴드의 전단지야. 우리는 다음 주에 쇼가 있거든.

남:  오, 멋져 보인다. 그럼 너희 밴드 이름이 Bastion이구나.

여:  응. 우리 이름은 왼쪽 상단에 넣었어. 그리고 그것 옆에 해골도 그려 넣었지.

남:  그렇구나. 너희는 로큰롤 밴드 같아. 왼쪽에 그린 기타는 정말 멋진걸.

여: 응, 그건 내 기타인 Bender P-159야.

남:  네가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기타는 어디 있니?

여:  내가 기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있지 

않은 사진을 선택했어.

남:  인상적이야. 날짜와 장소를 아래에 넣었구나?

여:  맞아. 우리는 27일 저녁 9시에 Denton Shelter House에서 연주할

거야. 

남:  오, 멋지구나. 나도 가능하면 가고 싶네.

어휘

flyer n. 전단     skull n. 두개골, 해골     venue n. 장소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기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타를 들고 있지 않은 

사진을 택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기타를 어깨에 매고 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48

07  부탁한 일

소재  생일파티 준비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Oliver! 딱 맞춰 왔네!

남: 정말? 무슨 일이야?

여: 이번 주말 Elena의 생일파티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려고.

남: 오, 좋아. 깜짝 파티를 할 거지?

여:  아니, 나는 우리가 Joe’s Crab Shack에 가까운 친구 여러 명을 모이게 

할 생각인데.

남: 좋아. 그녀가 한동안 거기 가고 싶어 했던 거 알아.

여: 나는 우리 친한 친구들 모두를 초 할까 생각 중이야.

남: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울 일은 없어?

여: 파티 상점에 가서 풍선이랑 “생일 축하” 표지를 사올래?

남: 물론, 바로 거기로 갈게.

여: 좋았어. 단한 파티가 될 거야.

남: 그래, 정말 기 된다!

어휘

in time 시간 맞춰(늦지 않게)     go over 점검하다, 검토하다     

a bunch of 다수의     <문제> reserve v. 예약하다     directions n. 

길 안내     

정답  1  

문제풀이

Elena를 위해 생일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을 물었고, 여자는 파티 상점에 가서 풍선과 “생일 축하” 표지를 

사달라고 부탁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1  ‘파티 장식품 사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북클럽 시작하는 것 도와주기

3  충분한 테이블 예약하기 

4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5  그녀에게 파티 가는 길 알려주기

총 어휘 수  118

08  이유

소재  친구의 제안 거절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Julian. 무슨 일이야?

남: 별거 아냐. 학교 신문에 나온 이 음악 평론을 읽고 있어. 

여: 멋지다. 무슨 앨범이야?

남: Kenny North의 새 앨범 Graduate School이야. 들어본 적 있니? 

여: 물론이지. 요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남: 응. 살까 생각 중이야. 학교 끝나고 가서 나하고 같이 들어볼래? 

여: 그러고 싶은데 안 되겠네.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가야 하거든. 

남: 정말? 왜? 

여: 남동생이 학교에서 와.

남: 그럼 버스 터미널로 태우러 가야 하겠구나?

여: 아빠가 가실 거야. 난 엄마 집 청소 하시는 거 도와드려야 해. 

남: 알겠어. 오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

어휘

review n. (책, 영화 등에 한) 평론, 비평     pick ~ up ~을 차로 데리러 

가다 

정답  5  

0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3



문제풀이 

새 음반을 들으러 같이 가자는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남동생이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야 한다며 거절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엄마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35

09  숫자

소재  스테이크와 감자 구입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Jenna의 정육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스테이크 고기를 좀 찾고 있어요.

여: 스테이크요? 어떤 스테이크요?

남:  글쎄요, 내일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바비큐 파티를 할건데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여: 음, 고급 티본스테이크 세일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크당 20달러예요.

남: 좋을 것 같아요. 네 개 주세요.

여: 알겠습니다. 그건 구운 감자랑 정말 잘 어울려요. 한 봉지 드릴까요?

남: 네. 얼마예요?

여:  보통 봉지당 9달러인데 단골손님이신 것 같으니 7달러에 드릴게요.

남: 좋아요. 감자 한 봉지 가져갈게요.

여:  알겠습니다. 그럼 고급 티본스테이크 네 개랑 감자 한 봉지입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남: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신용카드요.

어휘

butcher shop n. 정육점     barbecue n. 바비큐     in-law n. 인척  
a. 인척 관계의(특히 시부모, 장인과 장모)     premium a. 고급의, 아주 높은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장인, 장모님에게 접할 20달러짜리 스테이크 4개와 본래 9달러인데 

7달러로 깎아준 감자 한 봉지를 샀으므로 정답은 3  ‘$87’이다. 

총 어휘 수  135

10  언급 유무

소재  음악 캠프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남:  안녕 Stacy. 저 Dominic이에요. Russell 있나요? 제 아들이 오늘 그 애와 

진짜 놀고 싶어해요.

여: 오, Russell은 여기에 없어요. 오늘 그는 음악 캠프에 있어요.

남: 음악 캠프요?

여:  네.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여름마다 개최해요. 학생들은 전문적인 음악가들과 

연습하게 돼요.

남: 멋지네요. 캠프는 어디서 해요?

여: 도서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강당에서요.

남: 그렇군요. 아직 자리가 남아 있나요?

여:  네. 제가 어제 막 Russell을 등록시켰는데, 아직 몇 자리 남았었어요. 

학생들을 태워 주는 셔틀버스도 있어요.

남: 멋지네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여:  10세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오케스트라 웹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남: 좋아요! 확인해 볼게요. 제 아들이 가입하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어휘

awesome a. 굉장한, 멋진     auditorium n. 강당, 객석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sign ~ up ~을 등록시키다 
restriction n. 제한

정답  2  

문제풀이

음악 캠프의 시기와 위치, 셔틀버스 운행, 나이 제한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캠프 

기간에 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2  ‘캠프 기간’이다.

총 어휘 수  135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최첨단 쌍방향 책상

듣기 대본 해석

남:  2009년 이후로 영국 전역에서 8살에서 10살 사이의 학생들이 매우 신선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최첨단 쌍방향 책상으로 연필과 종이, 그리고 계산기를 

체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

습니다! 영국의 Dunham University와 SinergyCom이 이 프로젝트를 

고안했습니다. DeskTouch라고 불리는 이 최첨단 책상은 기술을 통해 

학습을 향상시키도록 의도된 여러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상은 

스마트폰이나 iPad같은 기기처럼 터치에 반응하는 소프트웨어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모든 책상은 선생님이 수학문제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보내고 

이후에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 책상과 통신합니다.

어휘

involve v. 참가시키다     enhance v. 향상시키다     respond v. 

반응하다     afterwards ad. 이후에

정답  2  

문제풀이

이 실험은 쌍방향 책상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쌍방향 책상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보기 위한 실험이다.’이다.

총 어휘 수  107

12  도표

소재  게스트 하우스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Billy 학교 한 달도 안 남은 것 알지?

남: 응. 여름 방학 무척 기 하고 있더라. 올해는 좀 특별한 걸 할 생각이야.

여: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 글쎄, 내가 Smoky 산맥에 항상 가고 싶다고 말한 거 알지?

여: 응. 신혼여행으로 거기 갈 뻔 했잖아.

남:  맞아.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데 그 산에 있는 오두막 목록을 찾았어. 어떤지 

말해줘.

여: 음, 하룻밤에 60달러 넘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남: 응. 난 산에 머무르고 싶어. 거기 있는 도시는 관광객이 많을 거 같아.

여: 맞아. 그럼 두 개 남았네.

남: 흠... 온수욕조 있는 것으로 하자. 편안할 것 같아.

여: 그래. 어서 예약해.

어휘

honeymoon n. 신혼여행     chalet n. 샬레, 오두막     touristy a.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14  



정답  3  

문제풀이 

하루에 60달러 넘게 쓰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 산에 머무르고 싶다고 했으므로 

남는 선택은 2 번과 3 번이다. 두 개중 온수욕조가 있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42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두꺼운 침낭 빌려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Eddie. 바빠 보이네. 다른 시간에 다시 올까?

남: 방금 마무리 중이었어. 네팔 여행을 위해 짐 싸는 것을 거의 끝냈어.

여: 좋네. 내가 추천한 것은 다 샀니?

남: 그래. 추천해줘서 고마워. 나는 새로운 부츠와 텐트를 샀어.

여:  멋지구나. 이런! 이게 너의 침낭이야? 너무 얇은 것 같은데. 밖에서 추위에 

떨 거야.

남: 네 말이 맞지만 침낭이 너무 비싸. 새로운 것을 살 여유가 되지 않아.

여: 음...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남: 정말? 내가 빌릴 침낭이라도 있니?

여:  음, 아버지께서 전혀 안 쓰시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빌려주실지 내가 

알아볼게.

남: 4  그러면 좋겠다. 난 정말 돈을 아껴야 하거든.

어휘

sleeping bag 침낭    freeze v. 추워 죽을 지경이다, 얼다    afford v. 

(~을 사거나 할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되다

정답  4  

문제풀이

침낭이 너무 비싸서 좀 더 두꺼운 침낭을 사지 못한 남자에게 여자는 아버지의 

안 쓰는 침낭을 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여쭤본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그러면 좋겠다. 난 정말 돈을 아껴야 

하거든.’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괜찮아. 내가 새 침낭을 샀어.

2  추천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3  내가 그의 등산 부츠를 빌릴 수 있을까?

5  굉장해. 그가 진짜로 즐거웠던 것 같더라.

총 어휘 수  128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여자가 레드 와인을 반기지 않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와줘서 고마워. 새로 이사한 아파트야.

남: 늦어서 미안해. 와인 사오느라.

여: 와인? 레드 와인은 아니지?

남: 맞는데. 레드 와인 싫어해?

여:  좋아해. 근데 거실에 최근에 이 하얀색 카펫 깔았단 말이야. 네가 여기에 

흘리는 건 싫어.

남: 걱정 마. 각별히 조심할게.

여:  너 못 믿겠어. 우리 같이 스파게티 먹고 네 흰색 셔츠에 다 묻혔던 거 기억나?

남: 그건 딱 한 번 실수한 거였어. 너무 불합리해.

여:  네가 안 마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 아파트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남: 정 그렇다면, 부엌으로 가지고 갈게.

여: 4  알겠어. 거실에서만 마시지 마.

어휘

install v. 설치하다     spill v. 흘리다, 엎지르다     unreasonable a. 

불합리한     spotless a. 티끌 하나 없는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가 사온 레드 와인이 자신이 최근 거실에 깐 하얀색 카펫을 더럽힐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자 남자는 정 그렇다면 부엌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에 해 가장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4  ‘알겠어. 거실에서만 마시지 마.’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맞아, 저녁에 레드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해.

2  오늘은 네가 나한테 요리해 줄 차례인 것 같은데.

3  미안한데 지금 마실 시간이 없어.

5  걱정하지 마. 카펫에 와인 안 흘릴게.

총 어휘 수  134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산으로 캠핑 가는 아들에게 재킷 챙겨주기

듣기 대본 해석

여:   Mike는 고등학생인데 이번 주말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

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Mike의 엄마인 

Linda는 아들이 걱정됩니다. 그녀는 늦여름까지 캠핑을 해왔기 때문에 

산이 꽤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Mike에게 겨울 재킷을 가져가도록 

충고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는 여름에 겨울 재킷을 입는 것이 우스꽝

스럽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Linda는 그가 

겨울 재킷이 필요한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만약을 위해 Mike가 

겨울 재킷을 가져가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inda가 

Mike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요?

Linda: 1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 위에는 더 추울지도 모른단다.

어휘

urge v. 충고하다     ridiculous a. 우스꽝스러운     just in case 만약을 

위해서

정답  1  

문제풀이

산으로 캠핑을 가는 아들에게 엄마는 겨울 재킷을 가져가라고 하고, 아들은 

여름에 겨울 재킷을 입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를 비해 재킷을 가져가라고 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인 Linda가 Mike에게 할 말은 1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 

위에는 더 추울지도 모른단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안전하게 지내고 허락된 곳에서만 캠핑을 하렴. 

3  떠나기 전 재킷을 빨고 가렴. 정말 더럽단다.

4  네 옷들을 빨래하는 것을 끝내기 전까진 집을 떠날 수 없어.

5  등산은 재미있지만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하렴.

총 어휘 수  124

0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5



16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예술 프로젝트에 한 기금 마련

듣기 대본 해석

남:   크라우드 펀딩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적인 노력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멋진 방식이 되었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실행시키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창작에 필요한 돈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프로그램인 Donation Station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Donation 
Station은 예술가들과 창의적인 사람들을 그 프로젝트를 믿는 투자자들과 

연결시켜 드립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 Donation Station 웹사이트에서 

프로필을 작성해 주시고, 당신의 프로젝트를 기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 아이디어들이 

생명력을 얻는 데 필요한 돈을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영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작할 돈이 부족합니까? Donation Station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새로운 패션 디자인이나 유용한 

발명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Donation Station은 창의성이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전 

세계가 발전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당신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지금 당장 저희 웹사이트에 가입하세요.

어휘

accumulate v. ~을 축적하다, 모으다     endeavor n. 노력 
bring ~ to life ~에 활기(생기)를 불어넣다     get ~ off the ground 
~을 순조롭게 출발(시작)하다

정답  16 5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예술적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Donation Station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 및 예술 분야의 예들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창작자들이 프로젝트에 관한 자금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이다.

17  남자는 영화, 새로운 패션 디자인, 유용한 발명품, 출판에 해서는 언급

하였으나 만화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만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2  예술가들의 도움에 감사하기 위하여

3  예술작품 사는 법을 조언하기 위하여

4  예술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어휘 수  181

DICTATION ANSWERS

01  go on a picnic / plans to visit my relatives

02   too hard to complete / helped you with it

03   have a negative impact on / give active students an 
advantage / go beyond academic studies / win games

04   so messy / clean it up / let me eat junk food / care 
about your health

05   I’m afraid I’ll get sick / haven’t been your usual self / 
he’s standoffi  sh / sort these documents

06   a fl yer for / in the upper left  corner / at the bottom / 
try to make it

07   going over my plans for / have a bunch of close friends / 
Would you mind running / right away 

08  Have you heard of it / need to go straight home / coming 
in from college / help my mother clean the house

09  having a barbecue / Th ey’ll run you / Th ey go great 
with / Anything else for you

10  Th at sounds awesome  / age restrictions

11   improve their math skills / intended to enhance / 
communicate with a mother desk

12   getting excited / almost went there for our honeymoon / 
Th at sounds relaxing

13   done packing for my trip / You’ll freeze out there / 
couldn’t aff ord to buy / let you borrow it

14   pick up some wine / had this white carpet installed / 
being unreasonable / take it to the kitchen

15   decided to go camping / urges Mike to take a winter 
jacket / take his mom’s advice / just in case

16-17  accumulate money / create a profi le / bring it to life / 
get your ideas off  the ground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음악적 능력

듣기 대본 해석

여: Daniel,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네요.

남: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악기를 연주해 본 적 있어요?

여: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적 능력은 전혀 없어요.

남: 2  괜찮아요. 연습만 하면 돼요.

어휘

appreciate v. 고마워하다    instrument n. 악기(= musical instrument), 
기구, 도구    <문제> tune v. (악기를) 조율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음악적 능력이 없다는 여자의 말에 한 남자의 응답으로는 연습하면 된다고 

답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2  ‘괜찮아요. 연습만 하면 돼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당신의 레슨이 저한테 정말 도움 됐어요.

3  내가 정오쯤에 당신 집에 들를게요.

4  나는 당신과 내 음악 모음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뻐요.

5  잠깐만요! 당신은 연주하기 전에 기타를 조율해야겠어요.

총 어휘 수  37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저녁식사 정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배고파져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어요?

여: 모르겠어요. 또 외식하고 싶어요?

남:  우리는 외식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썼어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

여: 2  좋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면 어떨까요?

어휘
<문제> bill n. 계산서, 청구서     care for ~을 돌보다, 좋아하다

정답  2  

문제풀이

너무 자주 외식을 해서 오늘밤은 집에서 저녁 먹고 싶다는 남자의 말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좋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면 

어떨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 제 생각에는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3  그 음식점의 파스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4  물론이죠. 그러면 식료품점에 갈 필요가 없군요.

5  맞아요. 길을 따라 가면 나오는 멕시코 음식점에 해 들었어요.

총 어휘 수  43

03  담화 목적

소재  온라인상으로 팬들의 의견 받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저는 팬 여러분들 중 몇 분께서 새로운 경기장과 

시설에 관한 제안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몇 개월 전에 경기장에 

둔 상자 안에 팬 여러분들께서 넣어주신 제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온라인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쉽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팬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꽤 간단합니다. 그냥 

공식 웹사이트에 가셔서, “제안”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공되는 상자 틀 안에 

여러분의 제안을 입력하시고 “제출”을 클릭하세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또한 여러분의 제안에 적시에 더 쉽게 응답하도록 해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facility n. 시설     sort through ~을 자세히 살피다     submit n. (서류, 

제안서 등을) 제출하다     in a timely manner 적시에, 시기 적절하게

정답  3  

문제풀이

이제까지는 팬들이 의견을 상자에 넣는 방식이었지만 이 과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서 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3  ‘팬들의 의견 제안 방식의 변경을 공지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0

04  대화 주제

소재  한국 돌잔치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

듣기 대본 해석

여:  Jimmy. 당신을 위한 파티 초 장이에요. 

남: 와, 당신 아들의 첫 번째 생일이네요. 정말 기쁜 일이네요!

여: 네. 파티에 와 줄 수 있으세요?

남:  부산에서요? 물론이죠! 아기의 첫 번째 생일과 관련해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  네, 맞아요. 아기가 첫 번째 생일 파티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 중에 

하나의 품목을 고르죠.

남: 그래서 아기가 선택하는 물건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나요?

여:  맞아요.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연필을 고르면, 우리는 그것이 그가 학문 관련 

직업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요.

남: 그렇군요. 아기가 무엇을 또 고를 수 있나요?

여:  음, 만약 아기가 돈을 선택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실타래를 고르면 오래 

살 것을 의미해요.

남: 일리 있네요. 당신 아기의 생일파티가 정말 기 되네요!

어휘

relating to ~과 관련된     symbolic a. 상징적인

academic career 학문 관련 직업 경력     wealthy a. 부유한     

a spool of thread 실타래

정답  3  

문제풀이

아기의 돌잔치에서 아기가 물건을 선택하고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한국의 독특한 전통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  ‘한국 

돌잔치의 특별한 전통’이다.

총 어휘 수  133

04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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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26수능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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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교수님한테 학생 추천 받기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남: Aria, 안녕하세요. 저 Walter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Walter. 잘 지내시나요?

남: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저희와 일하고 있는 두 명의 인턴을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에 해 정말로 높게 평가합니다.

여:  잘 됐군요! 제 학생들을 고용한 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뻐요.

남:  그들은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학생들을 또 추천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여: 물론이죠. 어떤 부서에서 필요하신가요?

남: 품질관리 일에 두 명이 필요합니다.

여:  알겠어요. 그 자리에 딱 맞는 학생들을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수업이 끝나고 

그들에게 공지할게요.

남:  좋습니다. 그들에게 제 연락처를 주시고 제 번호로 바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여: 그럴게요, Walter.
남: 감사합니다.

어휘

recommend v. 추천하다     value v. 평가하다, 존중하다, 소중히 하다 

dedication n. 헌신, 전념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지난 번에 추천해준 두 명 학생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생들을 

더 추천해줄 것을 부탁했고, 여자는 자신의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고 들으니 

기쁘다며 다음 주 수업 후에 공지하겠다고 했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는 3  ‘교수 

— 회사 직원’으로 유추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27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렌트할 자동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Isaac’s Rent-a-Ca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을 예약했는데요. 제 이름은 

Robert Clay입니다.

여:  잠시만요. 네, 바로 여기에 예약이 있네요, Clay씨. 저희 매장을 둘러보시고 

어떤 차가 마음에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 문이 네 개인 세단은 원하지 않아요. 혼자서 여행할 거예요.

여:  알겠습니다. 그럼 컨버터블은 어떠세요? 스포티해서 혼자 여행하는 분들에게 

재미있습니다.

남: 오늘 날씨가 스모그가 많아요. 오염물질을 많이 들이마시고 싶지 않아요.

여: 네. 그럼 이 두 개로 좁혀지네요.

남: 음. 회색은 원치 않아요. 회색은 약간 우울한 색상이에요.

여: 음, 그럼 이게 가장 잘 맞을 것 같네요.

남: 좋네요. 그걸로 할게요. 여기 신용카드 있습니다.

어휘

smoggy a. 스모그가 많은     inhale v. 숨을 들이마시다     pollution 
n. 오염, 공해

정답  3  

문제풀이 

문이 네 개인 세단과 지붕을 열 수 있는 컨버터블은 원치 않는다고 했으므로 

3 , 5 번이 남게 되고,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회색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45

07  할 일

소재  외국어로 된 호텔 예약 사이트 내용 해석 부탁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야, 뭐해?

남: 이번 휴가 때 묵을 호텔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있어.

여: 재미있겠다. 어디로 가는데?

남: 도쿄. 가 본 적 있어?

여: 도쿄? 가 본 적 있지. Tokyo Palace 호텔에서 묵었어. 정말 좋았어.

남: 거기 방들 찾아봤는데 나한테는 너무 비싸더라.

여:  그렇구나. 그럼 호텔 예약하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봐. tokyodeals.
com이야.

남:  좋아. 지금 확인해 봐야지. [잠시 후] 아, 여기 있긴 한데 나한테는 좀 쓸모

가 없는 것 같아.

여: 왜?

남: 사이트가 일본어로 돼 있어. 나는 일본어 하나도 못 읽거든. 너는?

여: 물론이지. 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했어. 내가 도와줄까?

남: 그럼 좋지! 도와줘서 고마워.

어휘

head v. ~로 가다, 향하다     useless a. 쓸모 없는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알려준 호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으나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읽지 

못하자 여자에게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고 여자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은 2  ‘웹 사이트 읽어주기’이다.

총 어휘 수  125

08  이유

소재  사고로 인한 교통 체증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남: 엄마, 저 Tom이에요.

여: 어디 갔었니, Tom? 한 시간 전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 7시야.

남:  아까 제 휴 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지금 다른 

사람의 휴 폰을 빌려야 했어요.

여:  그래. 네가 지금 집이 아니고 나한테 전화하고 있으니, 이것은 네가 금방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의미구나. 무슨 일이니?

남: 공원 앞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거 못 들으셨어요?

여: 아니. 넌 괜찮아?

남: 네, 전 괜찮아요.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공원의 반 편에 있었어요.

여: 그럼 너는 왜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거니?

남:  경찰과 소방서에서 공원 주변 길을 막았어요. 교통상황이 정말 안 좋고, 

지하철은 남은 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 끔찍한 소식이구나. 저녁 먹었니? 

남: 조금 전에 과일과 샐러드를 약간 먹었어요. 전 괜찮아요.

여: 그래, 그럼 조심하고 이따 보자.

남: 네, 엄마. 이따 봬요.

18  



어휘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operate v. 운행하다

awful a. 끔찍한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공원 앞에서 난 큰 사고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에서 길을 막았고, 지하철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는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길이 통제되고 주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이다.

총 어휘 수  160

09  숫자

소재  예술 센터 표 구매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Franklin 학교 예술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성인 두 명이랑 어린이 두 명 표 좀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44달러입니다.

여: 이 표를 사면 Harmony Blues 공연도 관람할 수 있나요?

남: 죄송하지만 관람할 수 없어요. 공연 표는 1인당 추가로 4달러가 들어요.

여: 그렇군요. 그럼 공연을 포함하면 표 값은 얼마인가요?

남: 성인은 18달러이고 어린이는 12달러입니다.

여:  네. 그럼 그 표로 성인 두 명이랑 어린이 두 명 표 주세요. 아! 까먹을 뻔 

했는데 10퍼센트 할인 쿠폰이 있어요. 여기요.

남: [잠시 후] 죄송하지만 이 할인은 공연이 포함된 표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여: 오.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 카드요.

남: 감사합니다.

어휘

admission n. 입장     performance n. 공연     discount n. 할인

정답  5  

문제풀이

공연을 포함한 표는 성인 두 장에 36달러, 어린이 두 장에 24달러이므로 

정답은 5  ‘$60’이다.

총 어휘 수  126

10  언급 유무

소재  다큐멘터리 소개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Pablo, An Unfortunate Fact라는 다큐멘터리 본 적 있니?

남: 아니. 뭐에 한 건데?

여: 기후 변화에 관한 거야. 다음 세 에게 닥칠 위험들을 다뤄.

남: 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난 과학 다큐멘터리 아주 좋아해. 어땠어?

여: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 우리 지구의 미래에 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

남: 긴 다큐멘터리였어?

여:  거의 두 시간 정도 했어. 좀 지루할 때가 있지만 과학 다큐멘터리 좋아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야.

남:  정말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다음 주말에 아직도 

상영 중일까?

여: 잘 모르겠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

남: 아, 좋은 생각이야. 보고 나서 너랑 더 얘기해 보고 싶어.

어휘

climate n. 기후     generation n. 세      eye-opener n. 눈을 뜨게 

해주는(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 또는 경험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자신이 본 과학 다큐멘터리를 화 소재로 꺼내면서 그것의 제목, 주제, 

영화 길이, 관람 소감에 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상영 중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상영관 위치’이다.

총 어휘 수  140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컴퓨터 게임 회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게이머 여러분! 저는 Nimbus이고요, 다음 주말에 PC 
Playground에서 2개의 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 회들은 실시간 전략 

게임 게이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회들에서 두 가지 다른 게임을 할 

건데요, Suncraft와 League of Heroes를 할 것입니다. Suncraft 
회에서는 Suncraft 프로게이머들과 함께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League of Heroes 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컴퓨터 인공지능을 상 로 게임을 하는 스피드전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 회들에서는 아마추어만 받아들입니다. 프로게이머는 참가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웹 사이트 www.PCPlayg.co를 

방문해서 1월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굉장한 이벤트를 기 해 주십시오.

어휘

host v. 주최하다     strategy n. 전략     side-by-side ad. 나란히

random a. 무작위의     compete v. 경쟁하다     accept v.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amateur n. 아마추어     outstanding a. 뛰어난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League of Heroes 회에서는 프로게이머는 참가가 불가능하고 

아마추어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4  ‘이 회에 

아마추어는 참가가 불가능하다.’이다.

총 어휘 수  118

12  도표

소재  기부 내용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올해 기부를 할 자선 단체를 찾은 것 같아.

남: 잘 됐네! 또 어린이 자선 단체야?

여:  이번엔 아냐. 모든 연령 의 사람들을 도와줘. Make a Difference라는 

자선 단체인데 해외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여기 우리 나라 사람들을 

도와줄지를 고를 수 있어.

남:  근데 작년에 지역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았어? 올해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 끔찍한 쓰나미 피해자들을 

돕는 데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 너무 끔찍해 보였어, 그렇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해야지.

여: 맞아. 그럼 얼마 정도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 300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여: 그럼 남은 게 이거 밖에 없네.

남: 좋아! 우리의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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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charity n. 자선 단체     donate v. 기부하다     overseas a. ad. 해외의     

tsunami n. 쓰나미     afford v. 여유(형편)가 되다     <문제> disaster n. 

재해     relief n. 경감, 완화         

정답  1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가 기부할 프로그램을 고르고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고 

했으므로 1 ~ 3 중에 골라야 하고 쓰나미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했으므로 

1 , 3 번이 남게 되는데 300달러 이상은 기부를 못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49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여행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들

듣기 대본 해석

남: Samantha. 뉴욕은 잘 갔다 왔어?

여: 정말 최악이었어.

남: 정말? 그거 안됐네. 뭐가 문제였는데?

여:  거의 모든 게 다 문제였어. 뉴욕에 도착할 때 항공사가 내 짐을 분실했다고 

했어. 찾는 데 3일이나 걸렸어.

남:  최악이다. 근데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내가 로마에 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

여:  오, 그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누가 내 서류 

가방을 훔쳐 갔어.

남: 진짜? 정말 운이 없다.

여:  운이 없다고? 정말 화가 났어! 경찰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더라고. 그런데 

내 불운은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남: 진심이야?

여:  응. 시애틀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2시간 지연됐어. 그리고 내가 다시 짐을 

찾으러 갔을 때 또 분실했다는 거야.

남: 2  안 좋은 일(불운)이 생겼다니 정말 안됐다.

어휘

baggage n. (여행용) 짐     infuriate v. 격분시키다, 격노하게 하다

delay v. 미루다, 연기하다     claim v. (자기 권리나 재산이라고 여겨) 

요구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뉴욕 여행에서 짐을 잃어버리고, 도둑을 맞는 등 여러 안 좋은 일에 해 

남자에게 이야기 했으므로 이에 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안 좋은 일(불운)이 생겼다니 정말 안됐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뉴욕은 이때쯤 굉장히 아름다워.

3  경찰들이 그걸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4  한 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게 좋아.

5  난 다음에 여행갈 때 더 조심해야겠어.

총 어휘 수  149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렵 당하는 코끼리를 돕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Brittney, 너 보고 있는 것이 뭐니?

여: 아, 나는 온라인에서 코끼리를 지켜줄 방법을 검색하고 있어.

남: 너 코끼리를 돕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렇지?

여:  맞아. 코끼리들은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감정적인 생명체야. 그들은 심지어 

죽은 코끼리를 애도하기도 해.

남: 그거 흥미롭네. 나는 그것을 몰랐었어.

여: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사냥하는 렵꾼이 많잖아.

남:  아직도? 나는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상아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했었어. 매년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이 단지 그들의 상아 때문에 

죽었을까?

여: 매년 40,000마리라고 몇몇의 전문가들이 그러더라.

남: 끔찍하네. 사람들은 코끼리의 상아가 무엇에 필요하지?

여: 상아는 수집용 입상이나, 당구공, 그리고 전통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남: 너무 슬프구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 1  음, 이 웹사이트에 돈을 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어휘

save v. 안전하게 하다, 지키다     being n. 존재, 생명체     mourn v. 

애도하다, 슬퍼하다     poacher n. 렵꾼     ivory n. 상아     tusk n. 

엄니(상아)     collectible a. 수집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figurine n. 

작은 입상     billiard ball 당구공     traditional a. 전통의     

medicine n. 약, 의학

정답  1  

문제풀이 

렵 당하는 불쌍한 코끼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묻는 남자에게 

여자가 해줄 응답은 1  ‘음, 이 웹사이트에 돈을 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맞아. 많은 나라에서 코끼리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야.

3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어때?

4  문제 없어. 너는 이 다큐멘터리를 빌릴 수 있어.

5  사람들은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사냥해서는 안돼.

총 어휘 수  129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아들의 운동과 다이어트에 한 집착

듣기 대본 해석

남:  Jane의 중학생인 아들 Tim은 운동과 몸매를 좋게 만드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Jane은 건강을 의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Tim이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하루에 몇 시간씩 헬스장에 가고 

살을 빼려고 식사를 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가 너무 말라 보여서 

그녀가 걱정하게 합니다. 그는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Tim은 살을 

더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ane은 그가 점점 집착하게 되어서, 

그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가 운동하는 

것과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끔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Jane이 Tim에게 이 할 가장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Jane: Tim, 1  너의 운동과 다이어트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아.

어휘

be concerned about ~에 관심을 갖다, ~을 염려하다

stay in shape 몸매를 좋게 유지하다     lose weight 살을 빼다, 체중을 

감량하다     concern v. ~을 걱정하게 만들다     skinny a. 마른

obsessed a. 사로잡힌, 집착하는     lead to ~에 이르다

정답  1  

문제풀이

Jane은 아들의 운동과 다이어트 습관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너의 운동과 다이어트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아.’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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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보기 해석

2  너의 다이어트와 운동 요법은 효과가 좋구나. 

3  너는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아 보여(몸매가 엉망이야).

4  너는 더 운동할 필요가 있어.

5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총 어휘 수  132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산악 자전거타기 시 주의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악 자전거타기에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악 자전거타기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미있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 전에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세요. 우선,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세요. 

항상 헬멧을 착용하세요. 산악 자전거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산악 자전거타기는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가져가는 것은 단히 중요

합니다. 산에 가기 전에 날씨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빗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와 나침반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만약 길을 잃었을 때 돌아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다음 번에 산악 자전거를 탈 때 꼭 명심하세요. 

어휘

take ~ into consideration ~을 고려하다     proper a. 적절한     

protective a. 보호용의     gear n. 복장, 장비     crucial a. 중 한     

exhausting a. 매우 힘든     critical a. 단히 중요한, 비판적인

compass n. 나침반     <문제> persuade v. 설득하다     take up 
계속하다     potential a. 잠재적인  

정답  16 1    17 5

문제풀이

16  남자는 산악 자전거를 탈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1  ‘산악 자전거에 관한 충고를 제공하기 위해’이다.

17  남자는 헬멧, 물, 지도와 나침반을 챙기라고 했고 날씨도 확인하라고 했지만 

여벌 옷에 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여벌 옷’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산악 자전거를 타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3  산악 자전거의 건강상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4  산악 자전거가 왜 인기 있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5  산악 자전거를 타는 동안의 잠재적 위험에 해 경고하기 위해

총 어휘 수  157

DICTATION ANSWERS

01 skilled guitar player / I appreciate you saying that

02   go out for dinner / spending too much money

03   We’ve been sorting through the suggestions / allowing 
you to submit suggestions online / click on the 
“Suggestions” link / makes it easier to respond

04   special tradition relating to / diff erent symbolic objects / 
successful academic career 

05   value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 Th ey’re such a 
great fi t / two openings in quality control / give them 
my contact information

06   Take a look at our lot / Well, I don’t really want a 
four-door sedan / inhale too much of the pollution / a 
depressing color

07   Where are you heading / this website for booking a 
hotel / it’ll be kind of useless

08  You were supposed to be home / My phone’s battery 
died / there was a major accident / won’t be operating 
for the rest of the day

09  include admission to / including the performance / the 
discount doesn’t apply to

10  future generations face / a real eye-opener / It drags at 
points / it will still be in theaters

11   I’m hosting two contests / in a speed challenge / No 
professionals are allowed to enter / look forward to an 
outstanding event

12   people in need overseas / donate money to a local 
charity / We should do our part to help

13   could have gone any worse / Th e same thing happened 
to me / my bad luck continued beyond that / have to 
be joking / was delayed for two hours

14   Th ey’re very emotional beings / Th ey even mourn 
their dead / stopped using ivory decades ago

15   working out and staying in shape / skipping meals to 
lose weight / change the way he thinks about working 
out and dieting

16-17  get in touch with nature / take these things into 
consideration / wear proper protective gear / 
bringing plenty of water is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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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물건 구매

듣기 대본 해석

여: 엽서 어디서 샀어요? 비싼가요?

남: 선물가게에서 샀어요. 전체 세트당 10달러예요.

여: 정말이요? 저는 어제 동네에서 같은 엽서를 15달러에 샀어요.

남: 3  당신이 정말 바가지를 쓴 것 같군요.

어휘
<문제> overcharge v. 바가지를 씌우다     misunderstanding n. 오해

purchase n. 구매  v. 구매하다

정답  3  

문제풀이

같은 엽서 세트를 5달러나 더 주고 산 여자에게 남자가 할 말은 3  ‘당신이 정말 

바가지를 쓴 것 같군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괜찮아요. 저는 신용카드로 지불할게요.

2  음, 그렇다면 내 돈을 되돌려 받아야겠어요.

4  사과할게요. 오해가 있었어요.

5  다음 구매 시에 5퍼센트 할인을 해 드릴게요.

총 어휘 수  4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겹친 행사

듣기 대본 해석

남:  다음 월요일에 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구직 

인터뷰가 있어요.

여: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남: 알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 5  제 생각엔 직업을 구하는 거요.

어휘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문제> get a job 직업을 구하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과 구직 인터뷰 중에 더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으므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답이 와야 한다. 따라서 

5  ‘제 생각엔 직업을 구하는 거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오늘 밤 그를 인터뷰 하는 것이 기 돼요.

2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3  꽃을 좀 가져와야 해요.

4  그녀는 내년에 졸업할 거예요.

총 어휘 수  40

03  담화 주제

소재  온라인상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한 요령

듣기 대본 해석

남: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인터넷상 약탈자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원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온라인 

계정의 비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계정마다 

비 번호를 다르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 번호들은 숫자, 글자, 

그리고 별표나 구두점 같은 특수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완전히 로그

아웃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브라우저를 닫으십시오.

어휘

predator n. 포식자, 약탈자     identity theft 신원 도용

asterisk n. 별표     punctuation n. 구두점     suspicious a. 

의심스러운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비 번호 변경, 비 번호를 

만드는 요령, 주의해야 할 사이트, 공용 컴퓨터 사용시 로그아웃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온라인상 개인정보 도용 방지 요령’이다.

총 어휘 수  127

04  의견

소재  방해물을 치움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Tiffany, 너 요즘 성적도 오르고 있고 수업 참여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

여: 알아차린 게 신기한데 그래, 맞아.

남: 어떻게 하는 거야? 학기 초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여:  나는 집에서 수업 전에 교과서를 읽고,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어.

남: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한 것처럼 집중과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여: 사실 꽤 간단해.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치우는 거야.

남: 그럼 텔레비전도 끄고 인터넷을 하지도 말라는 거야?

여:  뭐, 적당하면 괜찮아. 근데 공부할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는 공부만 해야 해.

남:  그건 그렇네. 난 어떨 땐 텔레비전 켜둔 채로 공부하는데 사실 방해 되더라고.

여: 널 방해하는 것들을 처리하면 분명 성적이 더 오를 거야.

어휘

distraction n. 방해물     in moderation 알맞게, 적당히

improve v. 개선되다, 향상시키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묻자, 

방해될 만한 것들을 치움으로써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답하였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방해요소를 제거하여 학습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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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영화배우의 스케줄 체크

듣기 대본 해석

여: 좋은 아침이에요, Boris. 오늘은 좀 어때요?

남: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리조트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번에 묵었던 곳보다 훨씬 편하네요.

여: 맘에 드셔서 다행이네요. 발코니에서의 경치가 장관이죠?

남: 아름다워요. 정말 떠나기 싫어요.

여:  음, 그럼 아침은 뭐 드실래요? 원하신다면 룸 서비스로 스테이크와 계란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은 어떤 스케줄이 있어요? 잡지 촬영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여: 내일이에요. 오늘은 지역 방송사에서 텔레비전 인터뷰가 있어요.

남:  그렇군요. 고마워요, Diane.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영화촬영은 언제 시작해요?

여:  다음 주 월요일에요. 세트장 매니저가 밤낮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남: 좋네요.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어휘

balcony n. 발코니     spectacular a. 장관을 이루는, 극적인

magazine n. 잡지     local a. 지역의, 현지의     station n. 방송국, 역, 

정류장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밤낮으로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의 아침식사와 영화촬영 스케줄 등을 챙겨주는 것으로 보아 여자는 

매니저, 남자는 영화배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3  ‘영화배우 — 매니저’이다.

총 어휘 수  138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새로 만든 홈페이지 디자인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Jayden. 지금 컴퓨터로 뭘 하고 계세요?

남: 우리 홈페이지에 쓸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봐요.

여:  훨씬 더 나아진 것 같네요. 새로운 색깔 조합이랑 레이아웃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남: 고마워요. 사이트를 사용자에게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여:  나는 위쪽에 축구선수 사진도 좋아요. 그 아래에 저건 선수들 프로필로 

연결되는 링크인가요?

남:  네, 맞아요. 팬들이 선수들에 해 더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 저 사진은 뭔가요?

남:  그것은 이달의 선수 사진이에요. 그는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어요.

여: 사진 밑에 있는 동영상은요?

남: 올해 여태까지의 하이라이트 몇 개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여: 팬들을 위한 게시판은요? 

남: 페이지의 아래쪽에 하나 있어요.

어휘

color scheme 색채 배합     biography n. 전기, 프로필

정답  1  

문제풀이 

위쪽에 축구선수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축구공 그림이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38

07  할 일

소재  설거지 부탁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남: 안녕, 여보. 집에 오는 중이에요?

여:  아직이요. 방금 일을 마쳤어요. 5분 안에 퇴근할 거예요. 벌써 저녁 먹었어요?

남:  네, Richard랑 나는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 오늘 당신한테 우편으로 큰 

상자가 왔어요. 안에 뭐가 들었죠?

여:  그거 아마 Richard의 새 코트일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인터넷에서 세일 

중인 것을 발견했어요.

남: 아, 알았어요.

여:  그런데 나 오늘 엄청 긴 하루를 보냈어요. 내가 집에 갔을 때 설거지를 

하기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것들 좀 해줄래요?

남: 물론이죠. 내가 Richard랑 할게요.

여:  좋아요.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식료품점에 잠깐 들려서 디저트를 사갈게요.

남: 좋아요.

여: 당신이 특별히 원하는 게 있나요?

남: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이면 괜찮아요. 집에 오면 봐요.

어휘

swing by 잠깐 들르다     grocery store 식품점, 슈퍼마켓   

on the(one’s) way (~으로) 가는 중에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오늘 긴 하루를 보냈다며 집에 가서 설거지를 못하겠다고 했고, 남자는 

Richard와 함께 자신이 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은 

5  ‘설거지 해 주기’이다. 

총 어휘 수  144

08  이유

소재  공항에 마중 나가지 못하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휴 폰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여보, 발표 어땠어?

남: 정말 잘 됐어. 나의 고객이 매우 인상 깊어했던 것 같아.

여: 잘 됐네. 오늘 집으로 올 거야?

남: 응. 오늘 오후 항공편을 예약했어. 

여:  멋져. 아이들이 당신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 

남:  맞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게 되어 정말 신이 나. 공항에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어?

여: 아마도.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해?

남: 4시 45분에 도착해.

여:  오. 음, 거기에 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5시에 Alice를 

피아노 레슨에 데려가야 해. 

남: 문제없어. 택시타면 돼.

여: 미안해, 여보. 아,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기념품 좀 사 올 수 있어?

남: 그럼. 오늘 밤에 봐.

어휘

make it home 집에 가다     book v. 예약하다     flight n. 항공편, 비행 
land v. 착륙하다     souvenir n. 기념품, 선물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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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여자는 5시에 딸을 피아노 레슨에 데려가야 해서 비행기 도착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으므로 여자가 공항에 마중 나갈 수 없는 

이유는 5  ‘딸을 피아노 레슨에 데려가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34

09  숫자

소재  연극 표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의 연극 표를 사고 싶습니다.

여:  음, 근데 지금 거의 매진입니다. 발코니에 위치한 C구역과 F구역에만 

자리가 남았네요.

남: 그것들 중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얼마입니까?

여: C구역은 20달러이고 F구역은 15달러입니다.

남: 왜 C구역의 표가 더 비싸죠?

여: C구역이 시야가 더 좋습니다.

남: 그럼 C구역 표 두 장으로 할게요. 할인도 되나요?

여:  65세가 넘으신 고령자에게는 10퍼센트 할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남:  저는 67살이고 제 아내는 지난 달에 65세가 됐습니다. 여기 신용카드랑 

신분증이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 표 받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남: 감사합니다.

어휘

sold out (표가) 매진된

정답  4  

문제풀이

C구역 두 장이므로 40달러인데, 65세 이상 고령자 할인을 10퍼센트 받는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4  ‘$36’이다.

총 어휘 수  150

10  언급 유무

소재  과외 수업

듣기 대본 해석

여: Felix, 과외 하면서 추가로 돈을 좀 벌려고 한다고 들었어.

남: 맞아. 누구 과외 선생님 찾는 사람 없어?

여: 음, 우리 여동생이 수학 때문에 좀 헤매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남: 어떤 수학에서 도움이 필요한 건데?

여: 지금 고급 수학 듣고 있어.

남: 오, 문제없어.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어?

여: 일주일에 두 번. 아마 화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좋을 거야.

남: 응. 과외 시간은 얼마나 길어야 할까?

여: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

남: 그래. 어머님께서 얼마 정도 지불하실 생각이셔?

여: 한 수업 당 40달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상의해 볼 수 있을 거야.

남:  아니야, 그 정도면 괜찮아. 어머님께 내 휴 폰 번호 드리고 전화하시라고 

하는 건 어때? 그럼 다른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

여: 그래. 알겠어.

어휘

tutoring n. 과외     struggle v. 허우적거리다, 버둥거리다

algebra n. 수학     negotiate v. 협상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수업 과목(고급 수학), 수업 횟수(일주일에 두 번), 수업 요일(화요일, 목요일), 

수업료(40달러)는 언급했지만 수업 장소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수업 장소’이다.

총 어휘 수  156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스노클링 투어

듣기 대본 해석

여:  돌고래, 물고기, 그리고 다른 바다 생물들과 수영하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Johnny Bahama’s 바다 투어에 참여해서 세계 

최고의 스노클링 투어를 즐겨보세요. 오,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문제 없습니다. 하는 내내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4시에 투어를 합니다. 스노클링은 체력적으로 

힘든 활동이기 때문에 15세 이상인 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로비나 아침 7시와 저녁 

6시 사이에 110-555-7570으로 전화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아름다운 섬에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휘

marine a. 바다의, 해양의     snorkeling n. 스노클링     demanding 
a. 부담이 큰, 힘든

정답  2  

문제풀이

매일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4시에 투어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하루에 총 세 번 

투어가 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하루에 네 번 투어가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33

12  도표

소재  딸의 도서관 여름 프로그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을 개설한 요. 그 중 

하나에 Leslie를 참가시킬 생각이에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그 프로그램에 한 정보 있어요?

남: 물론이죠. 여기 받은 전단지에요.

여:  [잠시 후] Leslie가 월요일에는 수영 수업 가야 돼서 그날 프로그램은 아무 

것도 못 들어요.

남: 맞아요. 매일 오후 3시까지 하는 여름 캠프도 있죠?

여: 그래요. 그러니까 3시 30분 이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해요.

남:  알겠어요. 근데 그 애는 별로 화가로서의 소질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죠.

여: 네. 이제 이 두 개로 좁혀졌네요.

남: 그렇군요. 50달러는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겠어요.

남: 내일 도서관 가서 등록할게요.

어휘

enroll v. 등록하다     flyer n. 전단지     sign ~ up ~을 등록시키다

정답  3  

24  



문제풀이 

월요일은 안 된다고 했고, 매일 오후 세시까지는 여름 캠프가 있어서 3시 30분 

이후인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림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찾자고 

했으므로 3 번과 4 번이 남는다. 그 중에 50달러는 비싼 것 같으므로 다른 것을 

선택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42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아들의 학교생활 

듣기 대본 해석

남: Swanson씨, 안녕하세요. Edward의 아빠인 Daniel Hoult입니다.

여: 오, Hoult씨. 만나서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남: 고마워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여: 음, Edward는 부지런한 학생이에요.

남: 정말입니까?

여: 네. 그는 항상 웃고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해요.

남: 그런데 학교에서 약간 난폭하지는 않나요?

여:  아닙니다. 가끔 그의 친구들과 너무 흥분하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남: 집에서는 다소 쉽게 짜증내거든요.

여:  음, 학생들은 종종 학교에서보다 집에서 매우 다르기도 해요. 

남: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여:  그렇습니다, Hoult씨. Edward는 여기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는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남: 4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니 안심이군요.

어휘

aggressive a. 난폭한, 공격적인     get irritated 짜증나다

genuinely ad. 진정으로, 성실하게

정답  4  

문제풀이

Edward의 아버지와 선생님의 화 내용이다. 아들의 학교 생활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여자는 Edward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라고 말한다. 

이에 적절한 답은 4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니 안심이군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가 어떤 학교 클럽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3  이제부터 학교에 제때 가라고 얘기할게요.

5  수업에서 활동적으로 임하라고 충고해야 할 것 같아요.

총 어휘 수  126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멀리 계신 아빠 방문

듣기 대본 해석

남: Jenny, 주말 동안 갔던 하이킹 여행 어땠어? 가족들과 함께 간 거야, 맞지?

여: 사실, 이번엔 아빠랑만 갔는데, 평생의 경험(일생일 의 경험)이었어!

남: 너랑 너희 아빠랑만?

여:  응. 우린 많은 이야기를 했지. 나는 다 컸고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어.

남: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도 우리 아빠가 많이 그리워. 아빠께서는 일 년 

동안 멀리 가 계셔.

여: 두바이에 계시지, 맞지? 네가 겨울 방학 동안 아빠께 방문하는 게 어때?

남:  아빠도 나한테 오라고 하셨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 겨울 학진학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해. 

여: 오. 학진학 준비 프로그램이 아주 힘들다고 들었어.

남: 맞아. 숙제랑 읽기가 많아. 내가 아빠를 방문할 수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

여: 2  안됐지만 아빠가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 믿어.

어휘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는     demanding a. 부담이 큰, 힘든

<문제> that’s a shame 안됐군요, 유감이다

정답  2  

문제풀이 

두바이에 계신 아빠가 보고 싶지만 겨울에 학진학 준비 프로그램 참가로 

방문을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은 

2  ‘안됐지만 아빠가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 믿어.’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지금은 많이 바쁘지 않아서 너랑 같이 그를 보러 갈 수 있어.

3  네가 정말 열심히 해왔으니까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확신해.

4  그렇긴 하지만 그는 너랑 캠핑 가기에는 너무 바쁘신 게 틀림없어.

5  과제들은 선생님들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해.

총 어휘 수  142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문제가 생긴 차

듣기 대본 해석

여:   출근하는 길에 Carl의 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공회전할 때 차가 가끔 시동이 꺼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비공은 자동차를 보고 

점화 플러그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Carl에겐 다행히도 이는 

꽤나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어서 그는 정비공에게 플러그를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Carl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비공에게 언제쯤 자동차 수리가 

끝나는지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rl이 정비공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Carl: 4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어휘

stall v. (갑자기) 시동이 꺼지다     idle v. (엔진이) 공회전하다, 빈둥거리다  

a. 게으른, 가동되지 않는     spark plug 점화 플러그     mechanic n. 

정비공     <문제> get a second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얻다   

정답  4  

문제풀이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Carl이 좀 바빠서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고자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다른 정비공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2  차 수리하는 데 얼마 정도 들까요?

3  차에 점화 플러그가 없는 것 같아요.

5  좋네요! 심각한 문제일까 봐 걱정했어요.

총 어휘 수  111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치매 예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치매는 오늘 날 세계에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언어능력, 

이해능력, 기억력 그리고 사고 처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병입니다. 이 병은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만, 

05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25



26  

치매는 40세만큼이나 젊은 성인들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의사들은 이제 이 병이 예방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독일에서 쓰이는 예방법 중 하나는 은행잎 추출물을 사용한 

치료법입니다. 이 유명한 약초는 순환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수천 년 간 쓰여져 왔습니다. 

임상 연구는 이 약초가 기억력을 회복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약초가 굉장히 강해서 복용 20분 

내에 효과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치매 

환자들은 큰 호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휘

Alzheimer’s disease 치매     prevalent a. 일반적인, 흔한

comprehension n. 이해력     preventative a. 예방을 위한

measure n. 조치     ginkgo biloba 은행잎 추출물    

circulatory system 순환계     detect v. 감지하다, 발견하다     

dramatic a. 극적인, 인상적인

정답  16 3    17 2     

문제풀이

16  남자는 오늘날 치매가 점점 흔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는 ginkgo biloba(은행잎 추출물)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3  ‘치매 환자를 도와준다고 

입증된 보조제를 제안하기 위해’이다.

17  독일에서 쓰이는 방법이지만 수천 년 전부터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쓰여 

왔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독일 외 다른 나라에선 

쓰지 않는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초 보조제에 해 알리기 위해

2  기억력과 뇌활동 개선에 한 조언을 주기 위해

4  사람들에게 약초 복용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5  사람들이 치매 경고 증상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총 어휘 수  145

DICTATION ANSWERS

01 at the gift  shop

02   enter elementary school

03   how you can prevent identity theft  / passwords for 
each of your accounts / also be cautious of phishing 
websites / into suspicious websites

04   starting to excel in class / separate myself from 
distractions / okay in moderation

05   the balcony is spectacular / what’s on the schedule / 
when do we start fi lming / is working around the clock

06   color scheme and the new layout / wearing his cap 
backward / a message board for the fans

07   Are you on your way home / I found it on sale / too 
tired to wash the dishes / swing by the grocery store

08  booked a fl ight / You’ve been gone so long / take Alice 
to her piano lesson / catch a taxi / pick up a couple of 
souvenirs

09  we’re nearly sold out / Th e view is better / Senior 
citizens over the age of

10  earn some extra money / struggling in math / She’s 
taking advanced algebra / willing to pay

11   the world’s fi nest snorkeling tours / guides who will be 
with you every step / wear a life jacket

12   we should enroll Leslie in / can’t attend any programs / 
don’t think she’s much of / sign her up

13   is a diligent student / never gives others a hard time / 
genuinely tries his best at

14   the experience of a lifetime / responsible for my life / 
Why don’t you visit him / pre-college program is very 
demanding

15   pulls into a service station / is in a bit of a hurry / 
when his car will be fi xed 

16-17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 One 
preventative measure used / increase blood fl ow / 
Aft er several months of steady use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야외 바비큐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Amanda. 뭘 굽고 있어?

여: 내일 저녁 디저트를 위한 파이를 구울 거야.

남: 단하네. 내일 야외 바비큐 저녁 식사야. 맞지?

여: 1  응, 여름 저녁을 보내는 데에 최고일 거야.

어휘

dessert n. 디저트     outdoor a. 야외의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내일 야외 바비큐 식사가 맞는지 확인 차 묻는 데 해 맞다고 답하는 

답변이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1  ‘응, 여름 저녁을 보내는 데에 최고일 거야.’가 

정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너의 그 유명한 치킨 샐러드를 만들 거니?

3  모든 사람들을 파티에 초 하는 게 어때?

4  스낵 좀 가져와. 그건 큰 일이 아니니까.

5  파이 굽는 데 도움이 필요하니?

총 어휘 수  36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동전 바꾸기

듣기 대본 해석

여: 드디어 주말이다. 오락실에 가서 게임이나 하자. 

남:  그거 좋겠다. 그런데 나 동전이 떨어졌어. 너 20달러 잔돈으로 가지고 있니?

여: 그럴 거야. 어떻게 줄까? 

남: 4  10달러 지폐 하나랑 5달러 지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동전으로 줘.

어휘

change n. 동전, 잔돈     <문제> a penny for your thoughts 
[속담] 무엇을 멍하니 생각하고 있니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잔돈이 있는지 물었고, 여자는 어떻게 바꿔줄지를 물었으므로 

남자의 답으로 적절한 것은 4  ‘10달러 지폐 하나랑 5달러 지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동전으로 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뭘 그리 멍하게 생각해.

2  난 동전만 있는 거 같아. 

3  오락실은 두 블록만 가면 돼. 

5  내가 어디서 잔돈으로 바꾸는 기계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니?

총 어휘 수  46

03  담화 목적

소재  교내 토네이도 비 훈련 안내

듣기 대본 해석

[차임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교감 선생인 Lee입니다.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는 철이 오고 있어서 오늘 점심을 먹은 후에 토네이도 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상벨이 울릴 때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질서 있게 방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지하실로 안내할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은 토네이도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역 소방관들도 

참여하여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비 훈련은 마치는 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 훈련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부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drill n. 훈련     instruction n. 지도, 지시     orderly a. 질서 있는

usher v. 안내하다     in the event of 만약 ~하면, ~할 경우     

in attendance 참석한     procedure n. 절차, 방법

정답  3  

문제풀이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철을 맞아 교내에서 실시되는 토네이도 비 훈련에 

해 실시 시간, 절차, 소요 시간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3  ‘교내 토네이도 비 훈련에 해 안내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2

04  의견

소재  카페 매출 신장 방안

듣기 대본 해석

여:  Justin, 우리 앉아서 카페에 해 얘기 좀 해요.

남: 네. 무슨 일 있어요?

여: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남:  네, 저도 알아요. 길 건너편에 Blackbeans가 문을 연 후로 우린 계속 힘들

었어요.

여: 음, 우리가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정말이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 그렇지만 우리 고객들을 카페로 다시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남:  저는 우리는 제공하지만 Blackbeans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메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남:  우리가 더 좋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것에 

관해 광고해야 될까요?

여: 물론이죠. 내일 초안을 바로 구상해볼게요.

남:  Blackbeans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메뉴들의 사진과 

우리 로고면 완벽한 광고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 좋은 제안이에요.

어휘

suffer v. 악화되다, 시달리다, 고통 받다     offer v. 제공하다, 제안하다

remind v. 상기시키다, 다시 한번 알려주다     variety n. 여러 가지, 다양성

정답  5  

문제풀이

Blackbeans가 문을 연 후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Blackbeans
에서는 팔지 않는 메뉴에 집중하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답은 5  ‘Blackbeans
에서 제공하지 않는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36

06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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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38수능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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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조각가와의 인터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Sampson씨!

여: 안녕하세요, Steve.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신은 사람의 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여: 네, 맞아요. 제가 사람의 표정에 혼신을 다하기로 정했던 것은 처음이에요.

남: 즐거웠나요?

여:  정말 즐거웠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추상적인 예술보다는 인간의 몸에 한 

작업에 집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조각품의 이 모델 표정이 좋아요. 그녀는 

당신이 아는 사람인가요?

여:  네, 그녀는 우리 이웃에 커피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저를 위한 

자세를 부탁했고 그녀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남: 그렇군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뭔데요?

남:  저희 기사에 사진을 싣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옆에 서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어휘

appreciate v. 고맙게 여기다     expression n. 표정     devote v. 

(시간·노력·돈을) 쏟다, 바치다, 기울이다     abstract a. 추상적인

sculpture n. 조각     neighborhood n. 이웃

정답  2  

문제풀이 

화에서 조각품이 나오고 어떤 것을 소재로 한 작업인지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는 조각가이고, 화의 마지막에 남자가 기사에 싣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여자를 취재하러 온 기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기자 

— 조각가’이다.

총 어휘 수  140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어린이집 인테리어

듣기 대본 해석

남: 어린이집을 열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Pam.

여: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놀이방을 보세요. 

남: 좋아 보여요. 구석이 있는 로켓은 굉장해요!

여: 네.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 재미있을 거예요. 뒤 벽에 별도 좀 그렸어요.

남: 그리고 오른쪽에 달도 보여요.

여: 맞아요. 좌석 배치는 어떤 것 같아요?

남: 잘된 것 같아요. 원통형 의자가 제법 우주 공간 같아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것들의 크기를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남: 하지만 탁자가 좀 부적절한 거 같네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방에 사각 탁자는 어울리지 않아요. 

남: 아이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어휘

arrangement n. 배열, 배치     cylinder n. 원통, 원기둥     out of place 
어울리지 않는, 제 자리에 있지 않는     square a. 정사각형 모양의

정답  5  

문제풀이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는 사각 탁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원형 탁자이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32

07  할 일

소재  여자의 도움 제안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Smith 선생님. 뭐하세요?

남: 안녕, Serena. 책을 찾고 있어. 

여: 무엇 때문에요?

남:  내 영어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책들을 찾고 있어. 학생들이 

여름 동안 읽을 한 권을 선택했으면 하거든. 

여:  아 여름 독서 목록을 만드시는 거군요. 지금까지 어떤 책들을 선택하셨어요?

남:  몇 개 밖에 안돼.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책을 찾는 

게 쉽지가 않네. 

여: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시간이 남을 때 책을 많이 읽거든요. 

남: 정말이니?

여: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남: 정말 친절하구나. 도와줘서 고마워. 

여: 뭘요.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어휘

look up 찾아보다     reading list (추천) 도서 목록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학생들이 여름에 즐겁게 읽을 만한 책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자,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책 목록의 일부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1  ‘도서 목록 만들어 보내 주기’이다.

총 어휘 수  132

08  이유

소재  집에 들어오는 시간

듣기 대본 해석

[휴 폰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남: 안녕, Elsa. 집에 곧 오니?

여: 아직 학교에 있어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남:  집에 오는 길에 피자 두서너 판 사올 수 있는지 궁금하구나. 남동생이 배가 

고프단다.

여: 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과학 전시회가 내일 있는 것 아시잖아요.

남: 맞다.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저녁은 학교 근처에서 먹을 거니? 

여: 네,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먹을 거예요.

남: 알았다. 그럼 집에는 언제 올 것 같니?

여:  8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태우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남:  그러지 못할 것 같구나. 오늘 늦게까지 일해야 한단다.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은 스스로 챙겨먹으라고 얘기해주겠니?

여: 물론이죠. 제가 그에게 전화할게요.

어휘

be starving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grab a bite 간단히 먹다 

정답  2  

문제풀이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있는지 물었는데, 남자는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안 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44

28  



09  숫자

소재  치킨 주문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Together Chicken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내일 필요한 주문을 하려고요. 동아리 모임 때문에 치킨 

20마리가 필요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어떤 치킨으로 드릴까요?

여: 음, 갈릭 치킨과 훈제 치킨으로 할게요.

남: 네. 몇 마리씩 드릴까요?

여: 열 마리씩 살게요. 얼마예요?

남: 갈릭 치킨은 한 마리당 10달러이고 훈제 치킨은 15달러입니다.

여: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네요.

남:  아! 깜박할 뻔 했네요. 치킨 열 마리 이상 주문할 시 10퍼센트 할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여: 오, 좋네요! 오후 열두 시에 Jason Bourne Academy로 배달해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그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어휘

meeting n. 모임, 회의     pricey a. 비싼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10달러짜리 갈릭 치킨 열 마리와 15달러짜리 훈제 치킨 열 마리를 

주문하였으므로 총액이 100달러+150달러=250달러인데, 열 마리 이상 

구매하여 10퍼센트 할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답은 3  ‘$225’이다.

총 어휘 수  137

10  언급 유무

소재  겨울철 호주 여행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Maggie, 이번 겨울 방학에 뭐 할 거야? 계획 있어?

여:  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호주에 있는 Cairns로 여행 갈까 생각 중이야.

남: 음... 매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여: 왜 안 되는데?

남: 음, 우선, 성수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붐빌 거야.

여: 정말?

남: 확실해. 성수기에는 또한 거기가 더 많이 비싸.

여: 몰랐었어.

남:  호주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는 정말 덥기도 해. 거긴 여름 일거야.

여:  오. 나는 꽤 온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위를 정말 싫어해. 그때 

호주를 방문하는 것에 해 좋은 점이 있을까?

남: 글쎄, 낮이 좀 더 길어서, 해변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여:  그건 좋은 것 같네. 그런데 아마도 난 이번 겨울에 갈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어휘

look into ~을 조사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first off 우선     

peak season 성수기     be packed with 붐비다, 북적거리다     

hemisphere n. 반구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의 화에서 겨울철 호주 여행시 관광객의 수, 물가, 날씨, 낮의 길이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교통수단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3  ‘교통수단’이다.

총 어휘 수  148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잠을 많이 자는 나무늘보

듣기 대본 해석

남:  오늘, 저는 나무늘보에 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늘보는 세계에서 가장 

잠이 많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나무늘보는 하루에 18시간을 잡니다. 왜 이 

동물이 그렇게 잠을 많이 잘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나무늘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늘보는 나무 높은 곳에서 쉬고 

잠을 자지만 먹는 먹이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땅에서 음식을 찾는 동안 포식자들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졸린 동물은 아주 적은 먹이로 사는 법을 

배워서 사냥하는 데 적은 시간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왜 나무늘보가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잠자는 것이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르죠. 아니 나무늘보가 정말 게으른 것일지도 

모르고요!

어휘

sloth n. 나무늘보     protect v. 보호하다, 지키다     vulnerable a. 

취약한     predator n. 포식자, 포식동물     conserve v. 아끼다, 보존하다

정답  5  

문제풀이

나무늘보는 아주 적은 먹이를 먹고 산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38

12  도표

소재  중고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아들을 위한 중고차를 찾고 있어요.

남: 찾고 계신 특정한 모델이 있나요?

여: 음, 그가 빠른 걸 좋아해서 스포츠카를 여러  둘러봤어요.

남:  그렇군요. 재고에 몇  있는 것 같아요. [마우스 클릭 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중고 스포츠카 목록이에요.

여: 흠... 5년 이상 된 차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남:  음, 근데 이 차의 전 주인은 이 다섯 개 중에서 운전을 가장 덜 했어요.

여: 저도 알지만, 50,000마일보다 적게 몰았던 좀 더 새 차를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여: $15,000 넘게 쓰고 싶진 않아요.

남: 그럼 이 두 가지로 좁혀졌네요.

여:  좋네요. 뭔가 잘못됐을 때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으니까 보증기간이 더 

긴 걸로 할게요.

남: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 보죠.

어휘

particular a. 특정한     previous a. 이전의     warranty n. 보증기간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5년 이하이고 50,000마일보다 적게 탔으며 15,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2 번과 5 번이 남게 된다. 그 중에 보증기간이 긴 

것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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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출처 언급의 중요성

듣기 대본 해석

여: 뭐 하고 있어?

남: 경제학 리포트 마무리하려고. 너는 다 했어?

여: 응. 나는 어제 제출했어.

남:  너는 항상 빨리 끝내는구나. 나도 오늘 밤까지 리포트를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  걱정 마, 너는 잘 할 거야. 시간 많잖아. [잠시 후] 저 그래프 정말 좋다. 멋져 

보여!

남: 고마워. 나도 좋아. 내가 조사하면서 찾은 웹사이트에서 복사한 거야.

여: 정말? 네 자료출처에 사이트 목록을 작성했어?

남: 아니, 안 했는데. 해야 돼?

여: 당연하지! 네가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항상 언급해야 해. 

남: 나는 그게 인터넷에도 적용되는지 몰랐어. 알려줘서 고마워.

여: 1  언제든 괜찮아. 출처 언급을 기억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어.

어휘

source n. 원천, 자료, 출처     cite v. 인용하다     apply to ~에 적용되다     

<문제> hand in 제출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그래프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베꼈다고 하자 여자는 출처를 밝혔는지 

물었고 남자에게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언급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남자가 거기에 한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 적절한 여자의 

답은 1  ‘언제든 괜찮아. 출처 언급을 기억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맞아. 난 우선 그 그래프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어.

3  걱정 마. 이 그래프는 네가 필요할 모든 정보를 주고 있어

4  그 그래프는 사실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있던 거야.

5  천만에. 내일 우린 함께 우리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총 어휘 수  128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태블릿 컴퓨터 장시간 사용

듣기 대본 해석

여: Rudy, 저게 너의 새 태블릿 컴퓨터니? 정말 좋아 보인다.

남: 고마워. 지난 주말에 샀어.

여: 어디서 샀니?

남: William’s Electronics 마트에서 샀어.

여: 내가 사용해봐도 될까?

남: 물론이지. 해봐.

여: 정말 끝내준다. 이거 분명 최신 모델일 거야. 어떻게 시작메뉴로 가지?

남: 기기 밑에 있는 둥근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

여: [잠시 후] 오, 좋아. 너 많은 멋진 앱들을 다운받느라 바빴던 것 같네.

남: 맞아. 사실 산 뒤로 다운받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

여: 너 매일 사용하니?

남: 그럼. 매일 략 4시간 정도 사용하지.

여: 정말? 4시간?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 아니야?

남: 4  맞아, 그래.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

어휘

neat a. 훌륭한     bottom n. 아래쪽     device n. 장치, 기구     

<문제> cut down on ~을 줄이다     budget n. 예산, 비용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새로 산 남자의 태블릿 컴퓨터에 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남자가 

하루에 4시간 사용한다는 말에 너무 오래 사용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있으므로 

그에 적절한 정답은 4  ‘맞아, 그래.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어떤 태블릿 컴퓨터를 추천할래?

2  맞아. 너는 정말 새 태블릿 컴퓨터가 필요해.

3  어떤 앱을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니?

5  그 태블릿 컴퓨터는 사실 내 예산으론 너무 비쌌어.

총 어휘 수  142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새로운 팀에서 친구 만들기

듣기 대본 해석

남:  Dave는 최근 새로운 야구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항상 팀원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첫 훈련 후에 팀 매니저인 Roy가 탈의실에서 파티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Roy는 이 파티가 Dave가 선수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Dave는 처음에 망설이지만 조금 생각하다가 

파티에 가기로 합니다. Dave는 그 파티에서 몇몇 팀원들과 끈끈한 친구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Dave는 Roy에게 자기가 파티를 즐겼고 새로운 

팀에 잘 적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ave는 

Roy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Dave:  2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어휘

transfer v. 이적하다, 이동하다     opportunity n. 기회     hesitant a. 

주저하는     deliberation n. 숙고, 숙의     comfortable a. 편한, 쾌적한

정답  2  

문제풀이

새로 이적한 팀에서 팀원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Dave에게 매니저인 Roy는 

탈의실 파티를 제안하고, Dave는 파티에서 몇몇의 팀원들과 우정을 쌓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상황이므로 2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요.’가 정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친구 사귀는 데에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3  오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4  내일 훈련 때 만나요, Roy.
5  저는 전의 팀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총 어휘 수  120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현명한 쇼핑객이 

되는 법과 여러분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리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고려하세요.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쇼핑 리스트에서 더 

높은 위치에 (더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둘째, 구매를 하기 

전에 약간의 제품 조사를 하세요. 전자 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한 후기들과 평판들을 제공하는 몇몇 웹사이트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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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사는 것의 가격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청구 되었는지 확신하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쿠폰과 할인판매를 찾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싼 거래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절약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가실 때 이러한 

조언들을 명심하세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keen a. 예리한, 날카로운     necessities n. 필수품     review n. 후기, 

비평, 평론     appliance n. 기기     be conscious of ~을 자각하다, 

알고 있다     receipt n. 영수증     charge v. 청구하다 
keep ~ in mind ~을 명심하다

정답  16 1    17 3

문제풀이

16  남자는 더 현명한 쇼핑객이 되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1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이다.

17  남자는 쇼핑 리스트, 웹 사이트, 영수증, 스마트폰 앱에 한 언급은 했지만 

중고 거래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중고 거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구매 후기를 찾을 수 있는 곳

3  효과적인 쇼핑 리스트를 쓰는 방법

4  더 의식 있는 쇼핑객이 되어야 하는 이유

5  쇼핑할 때 쿠폰을 사용하는 것에 한 이점

총 어휘 수  170

DICTATION ANSWERS

01  bake a pie for

02   I’m out of coins / How do you want it

03   follow your teacher’s instructions / in an orderly 
fashion / how to protect yourself in the event of a 
tornado / be in attendance

04   We’re not making a profi t / We’ve been suff ering ever / 
lower our prices / focus on what we off er / we off er a 
better variety

05   focusing on human expression / I asked her to pose 
for me / Would you mind standing

06   put a lot of work into it / the seating arrangement / 
seems a bit out of place / just doesn’t fi t

07   students are interested in reading / in my free time / 
some of my favorites

08  Your brother is starving / grab a quick bite / he’s going 
to have to feed himself

09  place an order / that’s a bit pricier

10  I’ve been looking into it / it’ll be packed with tourists / 
the days are a bit longer

11   vulnerable to predators / conserve its energy

12   Are you interested in a particular model / we have a 
few of those in stock / this one drove the least / with 
the longer warranty

13   fi nish my report by tonight / list the site in your 
sources / cite sources

14   Do you mind if I give it a try / on the bottom of the 
device / you’ve been busy downloading

15   getting along with his teammates / hesitant to go at 
fi rst / feels comfortable with his new team

16-17  between things you need and things you want / Make 
a list of necessities / research before making a 
purchase / make sure you were charg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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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트레이너 채용

듣기 대본 해석

남: 훈련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말 사실이야?

여: 응. 이번 달 초에 시작했어.

남: 나 체육관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을 더 채용할 거래?

여: 3  응. 트레이너 더 필요하 .

어휘

facility n. 시설, 기관     hire v. 고용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다른 사람을 채용할지를 물었으므로 적절한 답은 3  ‘응. 트레이너 

더 필요하 .’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아니. 난 그 훈련 시설 안 좋아해.

2  고마워. 이 일이 진짜 필요했어.

4  미안하지만 난 일자리가 필요 없어.

5  알았어. 도와줄게.

총 어휘 수  38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우유에 한 알레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제 아들이 걱정돼요. 아침 식사 후에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 그렇군요. 어디 한 번 봅시다. [잠시 후] 그에게 무엇을 먹였나요?

여: 음, 그는 오늘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었어요.

남: 4  당신의 아들은 우유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휘

turn red 얼굴이 붉게 변하다     feed v. ~에게 먹을 것을 주다

<문제> allergy n. 알레르기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의 화를 통해 두 사람은 의사와 아들을 데려온 엄마임을 알 수 있다. 

엄마가 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먹였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응답은 4  ‘당신의 

아들은 우유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몰라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는 거의 2살이에요.

2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고기예요.

3  아이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5  저의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어휘 수  42

03  담화 목적

소재  헌혈증 기증

듣기 대본 해석

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감인 Rebecca Smith입니다. 여러분 

부분이 학급 친구인 Helena Simson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위험성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방금 

Helena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그녀의 어머니가 곧 수술하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위해서 많은 양의 B형 혈액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때에, 서로를 돕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Helena의 

어머니에게 혈액을 기증하고 싶은 학생은 헌혈증을 제 사무실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Helena와 

그녀의 어머니를 신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어휘

vice principal 교감     high-risk a. 위험성이 큰     surgery n. 수술

on behalf of ~을 신해서, ~을 표하여

정답  1  

문제풀이

학급의 친구인 Helena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B형 혈액이 

필요하니 헌혈증을 기증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23

04  의견

소재  새 휴 폰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되요?

남: 물론이지. 뭔데?

여: 제 휴 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남: 네가 가지고 있는 휴 폰에 문제가 있니?

여: 그건 아닌데, 2년 동안 사용해서 새 것을 가지고 싶어서요.

남: Lizzy, 휴 폰에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고 싶어하는 거지?

여: 그게 너무 오래 됐고 스마트폰도 아니잖아요.

남:   휴 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화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나는 

사업가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단다.

여: 제발요, 아빠. 요즘 휴 폰은 전화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남:  내가 내 말을 잘 이해시키지 못했나 보다. 너는 단지 최신 유행이란 이유로 

어떤 것을 필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거야. 

여: 네, 아빠.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어휘

replace v. 바꾸다, 교체하다     trend n. 유행, 경향, 추세

정답  5  

문제풀이

휴 폰에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딸에게 아빠는 단지 

최신 유행이라는 이유로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맹목적으로 최신 유행을 

쫓으려고 하지 마라.’이다.

총 어휘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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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소 파악

소재  스케이트장에서의 화

듣기 대본 해석

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다.

남: 그렇지? 내가 어렸을 적에 매년 겨울에 스케이트 타러 갔었어.

여: 그런데 잠시 쉬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해. 

남: 알았어. 그럼 좀 앉아있자. 뭐 마실 것 좀 갖다 줄까?

여:  응, 소다음료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스케이트 신고 사러 가기 힘들지 

않을까?

남:  아니, 카운터로 갈 필요 없어. 전화를 걸면 주문한 것을 갖다 줄 거야.

여: 잘됐다. 나 진짜 뭔가 마시고 싶거든.

남:  나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날 줄 몰랐어. 우리가 얼음 위에 있는 내내 추울 

줄 알았어.

여:  그건 네가 안 쉬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링크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알고 

있니?

남: 미안해. 너무 재미있어서 쉬는 것을 까먹어서 그래. 

어휘

order n. 주문     sweat v. 땀 흘리다     lap n. (경주 트랙의) 한 바퀴     

rink n. 스케이트 링크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스케이트를 신고 음료를 사러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물어봤고, 

링크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물었으므로 장소는 3  ‘아이스링크’이다.

총 어휘 수  156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연극 무  디자인

듣기 대본 해석

남:  Hannah, 이것이 네가 지난 학기에 공연했던 연극의 사진이지?

여: 맞아. 우리 그 공연에서 진짜 열심히 했었지.

남:  호랑이는 정말 진짜처럼 보여. 마치 토끼가 그의 친구 사슴을 붙잡고 있는 

호랑이에게 놔달라고 빌고 있는 것 같은데?

여: 맞아. 호랑이와 토끼에 관한 이솝 우화야.

남: 세트가 정말 멋있어 보여.

여:  고마워. 연극부가 모두 모여서 그것을 전부 디자인했어. 배경에 바위들 

보여? 내가 그것들을 칠했어.

남:  와! 잘했네. 오른편에 있는 저 나무도 진짜처럼 보여. 그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

여: 그래,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남: 네가 의상도 디자인했어?

여: 아니. 의상은 Fat Panda’s 의상샵에서 여했어.

남: 그렇구나. 음, 이 연극에서 네가 정말 많이 애쓴 것 같아. 

어휘

semester n. 학기     performance n. 공연     beg v. 애원하다

costume n. 의상

정답  5  

문제풀이 

무 의 오른편에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꽃들이 있으므로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39

07  한 일

소재  보고서 철자 오류 수정

듣기 대본 해석

남: Sophie, 네가 냉전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고 들었어.

여: 응, 네가 너무 바빠서 날 도와줄 수 없었지.

남: 미안해. 그런데 내 보고서를 끝내서 오늘 시간이 생겼어.

여: 음, 이미 다 썼어!

남:  알아. 네가 데스크톱에 파일을 저장했길래 네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내가 

읽어봤어.

여: 오, 마음에 드니?

남: 응, 마음에 들어. 냉전의 환경적 문제에 관한 네 생각이 매우 흥미롭더라.

여: 고마워. 그 부분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

남: 하지만 철자 오류가 조금 있어서 내가 수정했어.

여: 고마워.

남: 원한다면, 철자 검사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줄게.

여: 좋은 생각이야.

어휘

Cold War 냉전     save v. 저장하다     correct v. 정정하다, 바로잡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 데스크톱에 저장되어 있던 보고서를 읽고 철자 오류를 수정해

주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한 일은 3  ‘보고서 철자 오류 수정해 주기’이다. 

반면, 5  ‘철자 검사 프로그램 사용법 알려주기’는 한 일이 아니라 할 일이다.  

총 어휘 수  125

08  이유

소재  제때 도착하지 않은 상품의 주문 취소하기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Genie’s 온라인 매장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주문한 책 몇 권 때문에 연락 드렸습니다.

남: 네. 뭐가 문제입니까? 책에 손상이 있나요?

여:  아니요. 토요일까지 도착했어야 하는데 벌써 월요일이지만 아직 여기로 

안 왔어요. 

남: 그렇군요. 주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문 번호 7자리를 불러주시겠어요?

여: 지금 주문 번호가 없어요. 제 이름은 Ella Hanley인데, 도움이 될까요?

남: 네. 확인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 알겠습니다.

남:  [키보드 치는 소리] 죄송하지만 배송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도착할 겁니다.

여: 목요일이요? 그건 납득할 수 없네요. 수요일 수업 때 그 책들이 필요합니다.

남: 정말 죄송합니다.

여: 제 주문 취소해 주시겠어요? 동네 서점에서 살게요.

어휘

in regards to ~에 관해서     damage v. 훼손하다, 피해를 입히다

digit n. ~자리 숫자     delay v. 미루다, 연기하다     unacceptable a. 

받아들일 수 없는     cancel v. 취소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지난주에 주문한 책이 도착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책이 

필요한 수요일이 지나 목요일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여자가 

주문을 취소하려는 이유는 2  ‘상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이다.

총 어휘 수  137

07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33



09  숫자

소재  진로 박람회 티켓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Henderson 고용 및 교육 사무실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말에 있는 진로 박람회에 관한 전단을 보았어요. 

남은 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 네. 아직 표가 있습니다.

남: 좋네요. 저는 5장이 필요해요. 얼마인가요?

여: 미리 구매하신다면, 10달러입니다. 현장에서는 20달러입니다.

남: 알았어요. 단체 할인이 있나요?

여:  까먹을 뻔했네요. 저희는 단체 할인을 제공합니다. 5명에서 10명까지의 

단체는 10퍼센트 할인을 받고 10장 이상의 표를 사시면 20퍼센트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너무 좋아요. 저는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럼 지금 살게요. 

여:  문제 없어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지금 있으시면, 지금 당신의 정보를 

좀 물을게요.

어휘

flyer n. 전단     in advance 미리     at the door 현장에서  
debit card 직불카드     handy a. 유용한, 편리한, 사용하기 편한 곳에 있는

정답  2  

문제풀이

미리 구매하면 인당 10달러라고 했고 5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50달러이다. 

5명에서 10명까지는 10퍼센트 할인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  ‘$45’이다.

총 어휘 수  137

10  언급 유무

소재  보아뱀이 새끼를 낳는 방식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Theo. 주말 잘 보냈어? 

남:  응. 특별한 건 안 했어. 내가 관심 있게 여긴 파충류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긴 했어. 

여: 정말? 파충류 어떤 점에 관한 건데?

남: 응, 너 파충류가 알을 낳는다는 건 알고 있었니? 

여: 물론. 그런 건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  그렇지. 하지만 뱀 중에서 몇몇 종은, 예를 들면 보아뱀 같은 건 살아있는 

상태의 새끼를 낳아.

여: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하지? 

남: 뱃속에서 알을 품고 일단 부화하면 낳는 거지. 

여: 믿을 수 없네. 보아뱀이 새끼를 몇 마리 낳아? 

남: 6마리에서 39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여: 믿을 수 없다. 전혀 몰랐어. 

남: 사실이야. 보아 새끼들은 또한 태어난 지 10일 이내에 허물을 벗어. 

여: 와, 동물들은 정말 놀랍다. 그렇지?

어휘

reptile n. 파충류     common knowledge 상식     boa constrictor 
보아뱀     incubate v. (알을) 품다, 부화하다     hatch v. 부화하다

shed v. (옷을) 벗다, 없애다

정답  2  

문제풀이

보아뱀이 새끼 낳는 방법, 부화하는 장소, 낳는 새끼의 수, 새끼들의 허물 벗기에 

한 언급은 있지만 먹이에 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2  ‘새끼의 먹이’이다.

총 어휘 수  12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에펠탑 소개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은 에펠탑에 해 말하겠습니다.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 중 하나이지만, 원래 감시탑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탑의 건설은 1887년에 시작되었고 2년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에펠탑이 

건설되는 동안, 그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만든 가장 높은 구조물로 추정되는 

워싱턴 기념비를 능가했습니다. 탑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 개의 

층이 있고, 그것은 입장료를 받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자가 많은 기념물입니다. 

방문객들은 일층과 이층까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으로 오르는 것처럼, 지상에서 첫 번째 층까지 

300개가 넘는 계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층은 엘리베이터로만 중들에게 

입장 가능합니다.

어휘

recognized a. 알려진     construction n. 건설, 공사     surpass v. 

능가하다, 뛰어넘다     monument n. 기념물     assume v. 추정하다

access v. 이용하다, 접근하다     ascend v. 올라가다     accessible 
a. 입장(이용) 가능한

정답  5  

문제풀이

에펠탑은 세 개의 층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고 첫째 층과 둘째 층은 걷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장 위층은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가장 위층까지 관광객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38

12  도표

소재  주말 휴가 예약

듣기 대본 해석

여:  ABC여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제 사업 파트너들과 저의 주말 휴가를 예약하고 싶어요.

여: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여행을 가실 계획이에요?

남: 이번 달 마지막 주말에 가려고 해요.

여: 알겠어요. 해외로 여행하고 싶으세요, 미국 내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남: 저는 이국적인 곳으로 가고 싶은데요, 미국 외 어딘가는 어떨까요?

여: 당신 패키지에 호텔을 포함시키고 싶으신가요?

남: 네, 그럼요. 가능하다면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싶어요.

여:  물론이죠. 여기 좀 보세요. 1인당 단 850달러로 당신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적지가 있어요.

남:  저희 비용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군요. 저는 1인당 750달러 이상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여: 그럼 하나의 선택만 남네요.

남: 저는 늘 거기 가길 원했어요. 4자리 예약해주세요.

어휘

getaway n. 휴가     exotic a. 외국의, 이국적인     all-inclusive a.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destination n. 목적지     range n. 범위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해외로 가길 원하므로 3 ~ 5 번이 남고, 호텔 등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여행을 원하므로 4 번과 5 번이 남는다. 둘 중 남자가 생각한 가격 에 맞는 

것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48

3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크게 음악을 틀어둔 버스 안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Stan!

남: 안녕, Candace. 나는 네가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줄 몰랐어.

여:  음, 보통 운전해서 가는데, 이번 주에 나의 자동차가 정비소에 있어. 아무튼, 

너도 집에 가는 길이야? 

남: 오 아니 이건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아니야. 나는 사실 쇼핑몰에 가고 있어.

여: 미안. 넘어지겠다고?

남:  아니. 나는 쇼핑몰에 가고 있다고 말했어. 아이를 위해 사고 싶은 새로운 

장난감이 있거든.

여:  그렇구나. 그 쇼핑몰은 우리 집과 정말 가까워. 그래서 나는 거기를 매우 

잘 알아. 

남: Candace, 미안한데 잘 안 들려. 이 버스의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여:  그래. 나는 그들이 음악을 시끄럽게 켜 놓을 때가 너무 싫어. 내가 버스를 탈 

때, 나는 단지 휴식을 취하고 하루에 해 생각하기를 원해.

남: 왜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야 하지? 이건 최악이야. 

여:  5  동의해. 내가 가서 운전기사님에게 소리를 조금 낮추어 달라고 요청

할게.

어휘
 incredibly ad. 굉장히, 엄청나게     <문제> reflect v. 깊이 생각하다, 

반영하다     in public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버스 내 음악이 너무 커서 여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했고, 최악이라고 

얘기했으므로 이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동의해. 내가 

가서 운전기사님에게 소리를 조금 낮추어 달라고 요청할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버스를 타는 것은 하루를 되돌아보는 데 아주 좋지.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는 더 안전한 것을 가지고 놀아야 해.

3  맞아.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크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4  좋네. 나 버스에서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해.

총 어휘 수  159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할로윈 파티 계획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Andrew,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남: 물론, Grace. 무슨 일이야? 

여: 할로윈 파티에 한 거야. 준비는 다 한 거야? 

남: 아직. 같이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여: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나한테 몇몇 게임과 이벤트에 한 생각이 있어. 

남:  좋아. 작년에 부모님들이 사탕을 가져왔고 우리는 아이들과 의상 경연을 

했지. 

여:  그건 좀 평범한 것 같지 않아? 좀 더 특별한 걸 하는 게 어때? 예를 들면 

유령의 집을 만드는 것처럼. 

남: 네 말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유령의 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여:  정확해! “유령이 나오는 도서관 관광”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남: 3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신나 할 거야.

어휘

arrangement n. 준비     costume n. 의상     haunted a. 유령이 

나오는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은 할로윈 파티에 해 계획하고 있는데 여자가 도서관을 유령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신나 할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난 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2  난 유령의 집 디자인을 꽤 잘해. 

4  문제 없어. 부모님들께 우리 계획을 알려드릴게. 

5  그거 좋은 계획이네. 아이들은 의상 경연을 좋아하잖아. 

총 어휘 수  137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숙제 제출 기한 연장

듣기 대본 해석

남:  Aiden은 그의 고등학교 농구 팀의 주장인데, 그 때문에 방과 후에도 

바쁩니다. 그는 또한 체스 동아리, 영화 동아리, 학생회 같은 학교에서의 

다른 방과 후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는 이런 활동들로 바쁘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숙제와 시험공부에 사용합니다. Aiden은 Lincoln 선생님 

수업의 중요한 과제를 위해 책을 읽어야 하는데, 내일 마감 전까지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선생님께 과제 기간을 더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incoln 선생님께 Aiden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Aiden: 5  숙제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휘

take part in 참여하다     extracurricular a. 과외의     assignment 
n. 과제, 임무     deadline n. 기한, 마감시한     extension n. 연장, 확

<문제> priority n. 우선사항     due date 만기일     postpone v. 

연기하다, 미루다    

정답  5  

문제풀이

Aiden이 농구 팀 주장일과 여러 방과 후 활동으로 너무 바빠서 숙제를 마감 

전까지 끝낼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물어야 하므로 5  ‘숙제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실 수 있으세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선사항을 다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2  이 과제의 제출기한이 언제죠?

3  회의를 더 뒤의 날짜로 다시 잡으실 수 있나요?

4  이 책들을 이틀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총 어휘 수  119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방콕의 주말 시장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있는 

아주 특별한 시장에 해서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Chatuchak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주말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는 27에이커에 걸쳐 있는 

8,000개가 넘는 가판 가 있습니다. 4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이 시장을 방문합니다. 방문자들은 현지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기념품을 

사거나 빈티지 운동화도 사고, 새끼 다람쥐나 원숭이 같은 특이한 애완동물도 

살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유명하다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비단으로 

07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35



36  

만들어진 것 또한 살 수 있습니다. 그 비단은 태국 전통 의상에 쓰입니다. 

비단 스카프, 담요, 그리고 넥타이도 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비단 스카프를 4달러에서 40달러를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만이 Chatuchak 시장에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지갑도 살 수 있고, 무에타이 복싱 바지, 보석, 그리고 도자기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봄에 Chatuchak 시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휘

market n. 시장     stall n. 가판      souvenir n. 기념품     exotic a. 

이국적인     specialty n. 특징     purse n. 지갑     ceramic n. 도자기     

<문제> popularity n. 인기 

정답  16 2    17 3     

문제풀이

16  여자는 방콕에 있는 주말 시장 Chatuchak 시장의 규모, 방문자 수, 즐길 

거리, 쇼핑거리, 기념품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  ‘방콕에 있는 

Chatuchak 시장을 소개하려고’이다.

17  여자는 비단 제품의 우수한 품질, 용도, 제품 종류, 가격 에 해 언급하였지만 

가장 많이 사는 기념품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가장 

많이 사는 기념품이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태국 비단 옷을 추천하기 위해서

3  태국의 여러 가지 기념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4  태국 문화에서 시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5  Chatuchak 시장의 규모와 인기를 설명하려고

총 어휘 수  174

DICTATION ANSWERS

01 training facility / I enjoy spending time at the gym

02   take a look at him

03   have high-risk surgery / a large amount of type B 
blood is needed / bring your blood donor card to my 
offi  ce 

04   the most important function / just because it’s the latest 
trend

05   take a break / I could sweat this much / take a minute 
to rest

06   begging the tiger to release / design the costumes / you 
really put a lot of work

07   I’ve had some free time / You saved the fi le to the 
desktop / I corrected them for you

08  in regards to / I don’t have my order number / shipping 
has been delayed / I need those books for class

09  if you had any tickets left  / buy them in advance / we 
do off er group discounts / credit or debit card handy

10  catch a short documentary about reptiles / reptiles lay 
eggs / Th ey actually incubate the eggs inside themselves / 
shed their skin

11   one of the world’s most recognized monuments / 
tallest man-made structure / by stairs or by lift  / only 
accessible to the public by lift 

12   I’m looking to book a weekend getaway / include your 
hotel stay / Th at’s a bit out of my price range

13   are you heading home / when they play loud music / 
relax and think about the day

14   made all of the arrangements / a little bit plain / to set 
up a haunted house

15   takes part in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 before 
tomorrow’s deadline / if he can get an extension on his 
assignment

16-17  the largest weekend market / is used in traditional 
Th ai clothing / Depending on / silk isn’t the only 
souvenir specialty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예약 확인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Bird’s Car Rental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가 온라인으로 한 예약을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남: 물론이죠. 예약 번호를 가지고 있나요?

여: 1  죄송하지만, 적어 두는 것을 잊었어요.

어휘

confirm v. ~을 확인하다     reservation n. 예약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고 남자가 예약 번호를 알고 있는지 

물었으므로 여자의 적절한 응답은 1  ‘죄송하지만, 적어 두는 것을 잊었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도와드릴 누군가를 바로 보낼게요.

3  다음에 빌릴 때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4  당신이 스포츠카를 예약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5  제 예약을 미니밴으로 바꾸고 싶어요.

총 어휘 수  38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업무 중 식사

듣기 대본 해석

여: 이런! 시간 좀 봐요. 우리 먹으러 곧 가야 해요.

남: 잠시만요. 저는 일의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싶어요. 

여: 점심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요.

남: 3  가세요. 저는 정말 오후 5시 전에 이것을 마쳐야만 해요.

어휘
<문제> look forward to ~을 고 하다     complete v. 완료하다, 

끝마치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업무를 조금 더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자는 먹으러 나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한 응답으로 3  ‘가세요. 저는 정말 오후 5시 전에 이것을 

마쳐야만 해요.’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메뉴를 확인하는 게 어때요? 

2  저는 이번 주말의 만남이 기 되지 않아요.

4  저는 우리가 지난 번에 먹었던 모든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5  좋은 저녁 식사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총 어휘 수  48

03  담화 주제

소재  피클과 건강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은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햄버거와 같이 나오는 피클도 좋아

하십니까? 여러분은 피클이 실제로 건강에 꽤 좋다는 것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피클은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지방과 칼로리도 낮습니다. 피클은 

또한 상처 입은 후에 혈액을 진해지게 만들어서 몸의 회복을 돕는 비타민

K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클의 반만 먹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K의 17퍼센트가 공급됩니다. 그러나 피클의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먹으면 고혈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클 한 개를 

다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피클은 매일 

즐기되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어휘

fat n. 지방     recover v. 회복되다     injury n. 부상     thicken v. 

(농도가) 진해지다     requirement n. 요구량     in excess 과도하게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sodium n. (화학) 나트륨     fulfill v. 

(의미, 약속 등을) 다하다, 수행하다     recommendation n. 권고(량), 추천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피클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피클의 섭취와 건강과의 관계’이다. 

총 어휘 수  124

04  의견

소재  고장 난 컴퓨터 수리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내 컴퓨터 이상해. 화면이 자꾸 깜박거려.

남: 흠... 그럼 이번 주말에 새 컴퓨터 사러 쇼핑 가자.

여: 새 것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것도 꽤 새 거야.

남: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사람들은 거의 2년마다 컴퓨터를 

바꿔.

여: 맞아. 근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화면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새 컴퓨터는 무척 얇고 빨라.

여:  당신 말이 맞는데, 근데 화면 외에는 이상한 게 없어. 아직 2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남: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여: 우리 이걸 고치도록 해보자. 내가 그걸 수리점으로 가지고 갈게.

어휘

flicker v. 깜빡거리다     replace v. 교체하다     sleek a. 매끈한, (모양이) 

날렵한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컴퓨터 화면이 깜빡거린다는 여자의 말에 컴퓨터를 새로 사자고 하지만 

여자는 화면(모니터) 말고는 문제가 없다면서 버리지 말자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여자의 의견은 5  ‘컴퓨터의 일부만 교체하고 가급적 버리지 말아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29

08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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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학생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Towns 선생님.

여: 안녕, Hugh.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에 해 더 생각해 보았니?

남: 네. 결정을 내렸어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여: 저널리스트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남:  Voice News에서 많은 뉴스 클립들을 보아왔어요. 기자들의 일이 정말 

흥미롭고 열정적인 것 같아요.

여: 그렇구나.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니?

남:  자연스럽게 호기심도 많아야 하고 질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것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  그래. 내 생각에는 지역 학에 성공적인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코스가 있을 것 같구나.

남: 정말이요?

여:  그래. 여러 좋은 점들을 들어왔어. 또한 네가 학교 신문부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는 그곳에서 여러 과정에 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남: 좋은 생각이네요. Towns 선생님,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언제든지 오렴, Hugh.

어휘

intense a. 열정적인, 강렬한, 극심한     investigate v. 조사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면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고, 여자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4  ‘학생 — 진로 상담교사’임을 추측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49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포토존

듣기 대본 해석

남: 이 줄은 다 뭐니, Dee?

여: 사람들이 같이 온 친구랑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줄 서자. 

남: 좋아. 하지만 이 포토존이 좀 촌스러운 것 같지 않니? 

여: 응, 좀 유치하지? 우리 소파에 앉아야 하나? 난 서 있는 게 낫겠다. 

남: 응. 그리고 원 모양 쿠션은 너무 누덕누덕하다. 오래 돼 보여. 

여: 소파 옆에 큰 꽃 좀 봐. 

남: 저거 해바라기인가? 우리 무도회 주제와는 정말 안 어울려. 

여:  벽에는 별들도 있어. 같은 사진에 밤과 낮이 있는 것 같아. 뭘 생각한 거지? 

남:  벽에 있는 포스터는 맘에 든다. 여기 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시간을 기념하고 

있어. 

여: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남: 좋아, 우리 순서다. 웃어!

어휘

companion n. 동행, 친구, 짝     cheesy a. 질 낮은, 값싼, 촌스러운

ragged a. 누더기의, 다 찢어진     prom n. 무도회 
commemorate v. 기념하다

정답  2  

문제풀이 

남자가 소파에 원 모양의 쿠션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하트 모양의 쿠션

이 있으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32

07  할 일

소재  커피 사다 주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Rachel! 점심 먹으러 갈 거야?

여: 그러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바빠. 너는 어때?

남:  응, 쉬는 시간이 있어서 뭐 좀 먹으러 가려고. 너 먹을 만한 음식을 좀 사올까?

여:  물어봐줘서 고맙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날 불안하게 해. 식욕이 

전혀 없어.

남: 정말? 그거 참 안됐구나. 그럼 커피는 어때? 스타빈스 커피 좋아하니?

여: 응, 물론. 거기 바닐라 라떼 좋아해.

남:  좋아, 바닐라 라떼 하나로 하지. 30분 내로 돌아올게. 오, 어떤 사이즈가 

좋을까?

여: 와, 넌 정말 친절해. Tall 사이즈가 좋겠어. 너무 고마워!

남: 괜찮아. 곧 돌아올게.

어휘

hav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nervous a. 초조해(불안해) 하는 
appetite n. 식욕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너무 바빠 먹을 시간도 없고, 불안해서 식욕이 없다는 여자를 위해 커피를 

사다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4  ‘커피 사다 주기’이다.

총 어휘 수  134

08  이유

소재  친구에게 빌린 DVD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Carrie. 무슨 일이니?

여: DeWitt 선생님 수업 때 발표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꽤나 스트레스 받네.

남: 이해해. 근데, 너 지난번 내가 빌려줬던 페루에 관한 DVD 갖고 왔니?

여: 어머나, 완전히 잊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Conner. 내일 갖고 올게.

남:  뭐라고? 또 잊었다고? 내가 오늘 오후 내 발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

었잖아.

여:  미안해. 깜빡 잊었어. 오늘 아침에 내 남동생 수학 숙제를 도와주느라고 

갖고 오는 걸 잊었어.

남: 네 설명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 Carrie.

여: 정말 미안해.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갖다 줄게.

남: 알겠어. 점심시간 끝날 무렵 여기에서 기다릴게.

여: 응. 다시 한번 미안해. 이따 봐.

어휘

presentation n. 발표     slip one’s mind (깜빡) 잊어 버리다

정답  4  

문제풀이 

화의 중간 부분에서 여자는 아침에 동생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느라 DVD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느라 

잊어서’이다.

총 어휘 수  132

38  



09  숫자

소재  아기 신발 교환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이 아기용 신발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남: 왜 교환하시려고요?

여:  실은, 친구가 이것을 이 매장에서 제 딸을 위해 사준 것인데, 한 달 전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신발을 받았습니다.

남:  오, 알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보입니까?

여:  좀 보죠... 오, 이게 제 딸에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신발 옆의 리본이 아주 

귀엽네요. 이건 얼마죠?

남: 60달러입니다.

여: 그러면, 교환 후에 제가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하죠?

남:  손님이 다시 가져오신 신발은 45달러였으므로 나머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  알겠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오, 우리 딸 머리띠도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 고르도록 도와주실래요?

남:  예, 물론이지요. 이것이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2달러

밖에 안 합니다.

여: 좋아요. 그것도 살게요.

어휘

exchange v. 교환하다     look good on ~에게 어울리다

정답  2  

문제풀이

새로 사려고 하는 신발이 교환을 위해 가져간 신발보다 15달러가 비싸고, 2달러

짜리 머리띠를 산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2  ‘$17’이다.

총 어휘 수  155

10  언급 유무

소재  최신 훈련 시설

듣기 대본 해석

여: 저희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ecc 박사님.

남:  안녕하세요, Johnson 씨. 당신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 훈련 

시설은 믿을 수가 없군요.

여:  저희 팀의 시설이 매우 자랑스러워요. 일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둘러 

보시겠어요?

남:  둘러보고 싶군요. 고마워요. 그런데, 지난 시즌 리그에서 EPL이 이 시설을 

최고로 뽑았다고 들었어요. 

여: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너인 Pete Parker가 설계했어요.

남: 네, 그에 해 들은 적 있어요. 완성하는 데 오래 걸렸나요?

여: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저희는 지난 봄에 여기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 여기에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이 있죠?

여:  음,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 테니스 코트, 사우나, 

한증실, 여러 가지가 계속 있답니다.

남:  놀라워요. 오... 여기에 레스토랑도 있군요. 이 장소는 정말로 믿을 수 없군요.

어휘

facility n. 시설, 기관     renowned a. 유명한     amenities n. 

편의시설     steam room 한증실     incredible a. 믿을 수 없는

정답  4  

문제풀이

설계자(Pete Parker)와 건축 기간(about two years), 완공 시기(last 
spring), 포함된 내부 시설(an Olympic-sized swimming pool, a tennis 
court, a sauna, a steam room)은 언급되었지만 4  ‘건축 비용’에 한 

언급은 없다.

총 어휘 수  149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EcoBag 홍보

듣기 대본 해석

남:  오늘 아침, 저는 환경을 위한 위 한 새 발명품에 해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EcoBag이라 불립니다. 여러분께서 추측하시듯이, 그것은 환경 친화적인 

가방입니다. 교수의 딸인 Amanda Stevens은 전 세계 학교에 사회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위 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EcoBag은 전체가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지퍼조차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방의 끈과 손잡이는 재활용된 천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들어져서 튼튼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에 맞지 않게 자랐을 때, 그것은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것을 구매하면, 회사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가방을 하나 기부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EcoBag은 

환경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여러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어휘

invention n. 발명     awareness n. 의식     entirely ad. 완전히, 전부

blend n. 혼합 v. 섞다, 혼합하다     lightweight a. 가벼운

outgrow v. ~보다 더 커지다, (옷 등에 비해 사람이) 자라서 맞지 않게 되다

purchase v. 구매하다     the needy 어려운 사람들

정답  2  

문제풀이

가방의 모든 부분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지퍼까지도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지퍼를 

제외한 가방 전체가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이다.

총 어휘 수  135

12  도표

소재  동물들을 돕는 기부 프로그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뭐 보고 있어?

여:  Guardian’s 자선단체에 한 안내 책자야. 동물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받는 .

남: 그래. 좋은 프로그램이네. 기부할 생각인 거야?

여: 글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동물 도와주는 거 좋아하지?

남:  당연하지. 작년에 지역 동물 보호소에 일회적으로 기부했었던 것 기억나? 

올해는 다른 것을 해보자.

여:  그래. 최근에 나는 야생 동물 보호구역과 어떻게 이 보호구역들이 학

당하고 다친 동물들을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내는지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

남: 흥미롭네. 동물 보호구역에 매월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  좋은 생각이야. 달마다 기부를 하는 게 더 비용이 알맞고 뜻깊어. 얼마를 

기부할까?

남: 10달러 이상인 건 무리야.

여: 알겠어. 그럼 이 선택이 제일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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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brochure n. 책자     charity n. 자선단체     abused a. 학 당한          

injured a. 다친, 부상을 입은     habitat n. 서식지     sanctuary n. 

보호구역

정답  3  

문제풀이 

올해는 야생 동물 보호구역에 기부를 하자고 했으므로 3 ~ 5 중에 고르면 

되고, 매월 하자고 했으므로 3 번과 4 번이 남게 된다. 한 달에 10달러 이상은 

무리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46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팬이 직접 마스코트를 정하는 이벤트

듣기 대본 해석

여: 야, 좋은 소식 있어! 우리 팀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

남: 진짜? 뭔데?

여: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스코트를 선택하세요”라고 부르는 이벤트인데 다음 

경기에서 할 거래.

남: 잘 이해가 안 가. 무슨 마스코트를 쓸지 팬들이 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여: 그렇지. 팬들이 팀의 마스코트가 뭐가 될지 고를 수 있다는 거야.

남: 그리고 그 마스코트는 팬들이 투표해서 고르는 그 어떤 것도 된단 말이야?

여: 응, 팬들이 투표해서 고르는 그 어떤 것이든 말이야.

남: 특별하네. 이벤트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여: 아니. 다음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만 참여할 수 있 .

남: 재미있네. 나도 다음 마스코트 정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어.

여: 그럼 토요일에 하는 경기 표를 구해야 될 거야.

남: 5  알았어. 지금 하나 살 거야.

어휘

mascot n. 마스코트     vote n. 투표  v. 투표하다     participate v. 

참여하다     attend v. 참석하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가 마스코트 정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토요일에 있을 다음 

경기를 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알았어. 지금 하나 살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미안하지만 팬들만 투표할 수 있어. 

2  이것들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마스코트들이야.

3  아니. 넌 이벤트에 참가할 수 없어.

4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빨리 신청해야 돼.

총 어휘 수  132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토론팀에서의 활동

듣기 대본 해석

남:  우리 견학 계획 바뀐 것 들었어?

여: 아니.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남:  응, 금요일에 비가 와서 놀이공원에 가지 못하거든. 신 과학 박물관에 

갈 거야.

여: 아쉽네. 하지만 넌 좋겠다. 너 지난주에 가족하고 놀이공원에 간 거 맞지?

남:  응. 그리고 나는 과학 박물관이 열었을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거든. 우리 

과학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여: 음. 사실 난 이번 주 금요일에 견학을 못 가.

남: 정말? 왜 못 가는데?

여: 토론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남: 정말? 금요일에 토론이 있는 줄은 몰랐어. 

여: 그건 아닌데 다음 주 토론을 준비해야 하거든. 

남: 알겠어. 넌 정말 팀에 헌신적이구나. 

여: 5  팀의 구성원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 돼.

어휘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amusement park 놀이공원

obligation n. 의무, 해야 할 일     dedicated a. 전념하는, 헌신적인

정답  5  

문제풀이 

토론 준비로 견학을 못 가는 여자에게 남자가 팀에 헌신적이라고 말했으므로 

이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팀의 구성원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 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과학 박물관에서 기념품 사다 줄게. 

2  이 견학을 정말 기다려 왔어.

3  나는 과학 박물관이 열었을 때 방문했어.

4  토론팀은 금요일에 겨뤄야 해. 

총 어휘 수  160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날씨에 한 걱정으로 밖에서 뛰는 것 미루기

듣기 대본 해석

여:  Bill이 그의 친구 Martin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 두 친구는 보통 때 꽤 활동적이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몇 주 동안 같이 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Martin은 뛰러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Bill은 정말 뛰러 나가고 싶고 밖에서 운동하고 싶지만 그는 

여전히 날씨에 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그는 도시에서 꽤 멀리 

자전거를 타러 나갔고 강한 뇌우를 만났습니다.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는 

Martin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ill이 Martin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Bill: Martin, 3  비가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 뛰러 가자.

어휘

catch v. (폭풍우 등이) 엄습하다, 급습하다     thunderstorm n. 뇌우

decline v. 거절하다

정답  3  

문제풀이

Bill은 작년 여름에 멀리 나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강한 뇌우를 만났던 나쁜 기억 

때문에 밖에서 뛰어 놀자는 Martin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한다. 따라서 Bill이 

Martin에게 할 말은 3  ‘비가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 뛰러 가자.’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가 길을 안내하면 내가 너를 따라갈게.

2  비가 올지 안 올지 나는 언제든 알 수 있어.

4  운동 장비를 사용한 후 항상 잘 말려야 돼.

5  안 좋은 날씨에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주의해.

총 어휘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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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목적에 맞게 고친 제품

듣기 대본 해석

남: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목적에 맞게 고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사는 것만큼이나 품질이 좋을까요? 당신이 

Greenbacks로부터 구매할 때, 그 답은 항상 “네.”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흥미롭고 품질이 높은 새로운 물건으로 

다른 용도에 맞게 만듭니다. 또한 가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상품 

목록에는 100달러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상업 나무로 만든 

가구, 낡은 옷으로 만든 전등 갓, 오래된 사다리로 만든 책장을 팝니다. 

만약에 봄에 새로운 화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 말고 Greenbacks를 

찾으세요. 우리는 상자, 부츠, 항아리 같은 많은 것들을 당신의 정원에 

멋지고 새로운 모습을 선사하기 위해서 재정비했습니다. 우리의 물품 모두가 

독특해서 구매를 하시면 멋진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바꾸기 

운동의 다른 많은 것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홈페이지 www.
greenbacksrepurpose.com을 확인해 주세요. Greenbacks와 함께 

현명하고 세련된 삶을 시작하세요.

어휘

repurpose v. 다른 목적에 맞게 만들다(바꾸다)     discarded a. 버려진

reasonable a. 합리적인, 비싸지 않은     inventory n. 재고품, 상품 목록

lamp shade 전등 따위의 갓     planter n. (분재용) 장식 용기, 화분

crate n. 상자     conversation piece 화제거리

정답  16 2    17 1

문제풀이

16  폐품을 이용해서 목적에 맞게 고친 제품을 파는 회사를 홍보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2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홍보하려고’이다.

17  가구, 전등갓, 책장, 화분에 한 언급은 있었지만 액자에 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1  ‘액자’이다.

오답 보기 해석

17

2  가구             3  전등갓             4  책장             5  화분

총 어휘 수  150

DICTATION ANSWERS

01  confi rm a reservation

02   Let’s get outside

03   helps your body recover aft er injury / if eaten in excess / 
cause high blood pressure

04   Th e screen keeps fl ickering / every two years / new 
computers are so sleek and fast / there’s nothing wrong 
with this one / take it to

05   made a decision / interesting and intense / be good at 
asking questions / join the school newspaper

06   is a little cheesy / the circle-shaped pillow is so ragged / 
commemorates our time here

07   going to go out for lunch / pick something up for you / 
I don’t really have an appetite / that is so nice of you

08  going over my presentation / slipped my mind / doesn’t 
solve my problem

09  look good on her / pay the rest / Would you help me 
choose one / Th is is one of our best sellers

10  designed by world-renowned trainer / What kinds of 
amenities are in / and the list goes on and on

11   made entirely out of recycled plastic / When you or 
your child outgrows it / purchase one online 

12   made a one-time donation / abused and injured 
animals / monthly donation to a sanctuary

13   it’s taking place / Fans will be allowed to choose / 
whatever mascot the fans vote on / that attend the next 
game

14   go to the amusement park / Th is will be a great 
experience for / I have an obligation / dedicated to 
your team

15   receives a call / suggests they go for a run / head out 
for a run / he was caught in a strong thunderstorm / 
decline Martin’s off er

16-17  using repurposed products / repurpose them into 
new items / look no further than / Start living 
smart and sty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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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스마트 워치 반품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이 스마트 워치 반품하고 싶어요.

여: 알겠습니다. 언제 구매하셨죠?

남: 영수증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네요.

여: 3  죄송합니다만 30일 이후로는 반품을 받지 않습니다.

어휘

purchase v. 구입하다     receipt n. 영수증     <문제> final a.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refund n. 환불     

정답  3  

문제풀이

반품을 원하는 남자가 영수증 확인 후 한 달이 넘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에 적절한 응답은 3  ‘죄송합니다만 30일 이후로는 반품을 받지 않습니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은 반품이 안됩니다.

2  다음 주에 액정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4  환불을 원하시면 영수증이 필요할 겁니다. 

5  이 제품에 문제가 많았어요. 

총 어휘 수  4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시애틀에는 언제 착륙하죠?

남: 저녁 7시쯤에 시애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는 거군요. 

남: 3  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휘

behind schedule 예정보다 늦게     <문제> inconvenience n. 불편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시애틀에 언제 도착하는지 묻고 남자는 예상 시간을 답해주는 것으로 

보아 승객과 승무원의 화임을 알 수 있다.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냐고 확인하는 

여자의 말에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3  ‘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금방 떠날 겁니다. 

2  좋습니다. 정말 즐거운 비행이었습니다. 

4  맞습니다. 우린 공항에 정시에 도착할 겁니다.

5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방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총 어휘 수  36

03  담화 목적

소재  체육관 보수공사로 인한 이용 통제

듣기 대본 해석

[벨이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교장인 Jones입니다. 

날씨로부터 받은 피해로, 학교의 체육관이 앞으로 3주간 공사 때문에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체육관이 공사 중인 기간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폐쇄로 인한 문제에 해 사과드립니다만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보수된 체육관이 2월 22일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더 안전하고 훨씬 멋있을 거라고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체육관에서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던 모든 활동들은 길 아래 커뮤니티 센터로 옮겨갈 

것입니다. 변경된 일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휘

principal n. 교장  a. 주요한     damage n. 피해, 훼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apologize v. 사과하다     assure 
v. 장담하다     renovated a. 개조된     revised a. 변경된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학생들에게 체육관 보수공사가 있어서 당분간 폐쇄된다는 것을 알리며 

앞으로 3주간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1  ‘보수공사로 

인한 이용 통제를 공지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8

04  대화 주제

소재  음악 들으며 조깅하는 것의 위험성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나 시내를 달릴 거예요.

남:  알겠어요. 근데 헤드폰을 가지고 가네요. 달리는 동안에 음악을 들을 거예요? 

여:  물론이죠. 막 새로운 Maroon 5 앨범을 구했거든요. 이 앨범을 들어보길 

기 하고 있어요.

남: 달리는 동안에 음악을 듣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 왜 안 돼요? 뛰는 것은 지루해요. 음악을 들으면 좀 더 견딜 만해요.

남:  헤드폰을 쓰면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그건 매우 위험해요.

여: 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남:  네. 밖에 있을 때 주위 환경에 해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 당신이 

다치기를 원치 않아요.

여: 알았어요. 집에 왔을 때 이 앨범을 들어야겠어요.

남: 여보, 난 그저 당신이 조심하기를 바라요.

어휘

look forward to ~을 학수고 하다     bearable a. 견딜 수 있는

be aware of ~을 알아 차리다, ~을 알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시내를 달리러 나가는데 헤드폰을 가지고 나가자 남자는 달릴 때 음악을 

들으면 자동차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해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는 4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며 뛰는 것의 위험성’이다.

총 어휘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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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뉴스 보도 방식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Sam.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남: 안녕, Erica. 사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받은 항의 편지들이에요.

여: 정말이요?

남:  네. 확실히 몇몇의 시청자들은 우리의 뉴스 내용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 Sam, 당신은 지역 뉴스를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어하던 사람이잖아요.

남:  나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청자들을 실망시킨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 그럼 저는 더 진지한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해야 하나요?

남: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토론해보면 어떨까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남: 모든 스텝들에게 연락해서 점심 식사 후 회의실에서 모두 만나게 해줄래요?

여:  네,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방식이 정말 

좋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남: 네, 저도 그래요. 회의 때 모두 이야기해 봅시다.

어휘

audience n. 시청자, 청중     light-hearted a.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벼운     disappoint v. 실망시키다     serious a. 진지한

boardroom n. 회의실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진지한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지 물은 점이나 진행하고 있었던 방식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여자는 뉴스 진행자임을 알 수 있고, 남자는 뉴스 보도를 

위해 지시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 프로듀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5  ‘뉴스 진행자 — 프로듀서’이다.

총 어휘 수  138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누군가가 침입했던 방

듣기 대본 해석

여: 오, 이런! 너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니, Alvin?

남: 와! 누가 침입해서 집을 망가뜨려 놓은 것 같네. 

여: 응. 여기 있던 사람이 너의 거울을 깨뜨렸네. 

남: 내 테이블도 부서졌어. 끔찍하다. 

여: 테이블 옆에 방망이가 있네. 아마도 그걸 사용해서 다 부쉈나 봐. 

남: 그런 것 같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여: 적어도 나무는 손상되지 않았는데. 

남:  가져간 것은 없는 것 같아. 일단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책은 바닥에 

내가 놓은 그 로 있어. 

여: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해.

남: 아마도 열려있는 창문으로 기어들어 왔을 거야. 

여: 그랬을 수도 있겠다. 문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어휘

destroy v. 파괴하다, 부수다     crawl v. (엎드려) 기다

정답  5  

문제풀이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가 침입자는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했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므로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22

07  부탁한 일

소재  동아리 지도교사 섭외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Daryl. 내가 뭐 도와줄까?

남: 네, Peterson 선생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 그럼, 알다시피 어떤 것이든 물어봐도 좋아.

남:  몇몇 친구들과 저는 영화 만드는 데 정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영화 동아리를 

시작한다면 어떨지 알고 싶어요.

여:  음, 내 생각에는 일단 너희들이 Stevenson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는 동아리 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니까.

남:  네, 제가 Stevenson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Stevenson 선생님은 

저희를 지도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 그래,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

남: 저희는 선생님께서 비디오 제작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  오, 그걸 알고 있었니?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 동아리를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니?

남: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 물론 할 수 있지. 사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구나.

남: 정말 감사합니다, Peterson 선생님!

어휘

in charge of ~을 맡고 있는, 담당해서     supervise v. 지도하다, 

감독하다               

정답  3  

문제풀이

학생인 남자는 새로운 영화 동아리를 만들려 하는데 교사인 여자에게 그 

동아리의 지도를 부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의 부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새 동아리를 지도하는 것’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Stevenson 선생님께 말하는 것

2  그녀의 강의에 등록하는 것

4  그의 새로운 영화에 참여하는 것

5  그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보여주는 것

총 어휘 수  135

08  이유

소재  스페인어 시간에 있을 연설에 한 걱정

듣기 대본 해석

남: 엄마, 커피 남은 게 있나요?

여: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니?

남: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여:  커피를 마시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어서 마시면 잠잘 시간이 지나서도 잠이 오지 않을 거야.

남: 에너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여: 왜 늦게까지 깨어있어야 하니?

남: 내일 스페인어 수업시간에 연설을 해야 해서 연습하고 싶어서요.

여: 지난주 내내 네 방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것을 들었는데.

남: 네, 사실 지난 주부터 계속 연습했어요.

여: 그럼 이제 준비가 됐어야지.

남: 음, 제가 실수를 해서 모두가 절 비웃을까 봐 두려워요.

여:  그렇구나. 내 생각에는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만약 실수를 

해서 모두가 웃는다면 그냥 같이 웃어 버리렴.

남: 네. 조언 감사해요 엄마.

여: 언제든. 자 이제 잘 준비를 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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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give a speech 연설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왜 늦게까지 깨어있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남자는 스페인어 수업시간에 

해야 할 연설을 연습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  ‘내일 할 연설을 연습하고 

싶어서’이다.

총 어휘 수  149

09  숫자

소재  과학 센터 표 구매

듣기 대본 해석

남:  Chester 과학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어른 두 명, 아이 한 명의 티켓이 필요해요. 

남: 네. 어른은 30달러, 아이는 20달러예요.

여: 좋아요. 이 표로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남:  음, 표는 직접 해보는 과학 쇼와 수족관을 포함해서 모든 쇼와 주요 명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 멋지네요. 천체 투영관은요? 그것도 표 가격에 포함되어 있나요?

남:  아니요. 하지만 천체 투영관과 레이저쇼뿐만 아니라 모든 쇼와 주요 명소를 

포함하고 있는 Science Center Plus 표를 구매할 수 있어요.

여: 알았어요. 그 표는 얼마인가요?

남: 한 사람당 5달러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 좋아요. 그걸로 3장 주세요.

남: 네. 어른 두 명, 아이 한 명 맞죠?

여: 맞아요. 여기 제 카드요.

어휘

main attraction 주요 명소, 주요 명물     hands-on a. 직접 해보는

aquarium n. 수족관     planetarium n. 천체 투영관

정답  5  

문제풀이

어른 한  명당 30달러인데 두 명이므로 60달러, 아이는 한 명 당 20달러인데, 

Science Center Plus 표는 한 사람당 5달러로 세 명이면 15달러이다. 

따라서 전체 지불할 금액은 95달러(=60달러+20달러+15달러)이므로 정답은 

5  ‘$95’이다.

총 어휘 수  132

10  언급 유무

소재  연례 마라톤에 한 화

듣기 대본 해석

남:  Cathleen, 이번 달 27일에 연례 마라톤 열리는 거 알고 있었니?

여: 응 알고 있었어. 

남: 너도 참가할 거야?

여: 그러고 싶지만, 26마일을 달리는 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남: 응, 꽤나 멀지. 하지만 다 달릴 필요는 없어. 필요하면 걸어도 돼. 

여: 정말? 나쁘지 않은데. 

남: 올해는 뛰는 사람이 많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거의 2,000명이 등록을 했어. 

여: 와! 정말 많다. 

남:  너도 알다시피 좋은 목적을 위해서잖아. 참가비는 40달러인데, 수익금은 

강변공원을 미화하는 데 사용될 거야. 

여: 알았어. 

남:  완주를 하면 티셔츠와 네 이름이 새겨진 상패도 받을 수 있어.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내가 끝내도록 도와줄게. 

여: 좋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참가할지 말지 알려줄게. 

어휘

register v. 등록하다     beautify v. 아름답게 하다     plaque n. 명판

정답  2  

문제풀이

두 사람은 완주 거리, 현재 등록 인원, 수익금 사용처, 완주 기념품에 관한 언급은 

했지만 2  ‘당일 복장’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총 어휘 수  173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Miller Brody의 일생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국의 심리학자인 Miller 
Brody에 해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는 1920년 Tennessee에서 태어났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와 가정 주부 사이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는 1945년 

Minnesota 학에서 심리학 박사가 되었고 다음 해에 Montana 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는 종종 동료 교수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그가 잘 

생겼고 재미있어서 학생들은 그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의 경력 동안 그는 

사회 계층과 지위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영향에 해 많은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유럽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미국에서 사회적 계층 

체계의 기원을 발견하길 바라며 다른 나라에서 온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Miller Brody는 2002년에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어휘

psychologist n. 심리학자     conflict n. 충돌     career n. 사회생활, 

경력     publish v. 출판하다     pass away 사망하다

정답  3  

문제풀이

그는 자주 그의 동료 교수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동료 교수들과 충돌 없이 잘 지냈다.’이다.

총 어휘 수  140

12  도표

소재  Madison 관광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로비에서 이 팜플렛 찾았어. Madison 관광지에 한 정보가 있더라.

남: 좋네. 내일 할 것을 찾아보자.

여: 그래. 일단 카누를 타고 싶은데 다섯 시간은 너무 길지 않아?

남: 맞아. 그리고 그건 너무 비싸. 좀 더 저렴한 걸 찾아보자.

여: 응. 우린 나비 정원을 보러 갈 수도 있어. 이맘때쯤 예쁘다고 들었어.

남: 갈 수도 있는데 호텔에서 가는 셔틀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아.

여: 그렇네,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겠다.

남: 맞아.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개 남았네. 어떤 게 더 재미 있을 것 같아?

여: 걸으면서 관광하기에는 내일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남: 동감이야. 그럼 이걸로 하자.

어휘

pamphlet n. 팜플렛     tourist attraction 관광지     canoeing n. 

카누 타기     shuttle n. 셔틀버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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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카누는 시간도 길고 비싸서 제외되고, 남자가 70달러보다는 덜 비싼 활동을 

찾자고 하였으므로 River Zipline도 제외된다. 나비 정원은 셔틀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제외된다. 따라서 남은 선택지는 3 번과 4 번인데 걷는 것은 너무 

덥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관광지는 3  ‘와인 시음’이 된다. 

총 어휘 수  137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극장에서 생긴 일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Tom! 어젯밤 그 연극 재미있었어?

남: 음, 연극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나는 극장에서 그렇게 즐기지는 못했어.

여:  오, 나는 네가 그 연극을 보고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  주연을 담당하는 배우를 좋아해서 정말 그 연극을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두어 사람과 말다툼을 했어.

여: 극장에서? 왜 말다툼 한 건데?

남:  그들이 내 자리에 앉아있었고 내가 지적한 후에도, 그 자리가 그들 것이라고 

우기더라고.

여: 사람들이 그럴 때 정말 화가 나!

남:  그게 다가 아니야. 안내원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왔고, 우리 표를 자세히 

보더라고. 자세히 보니 직원이 나한테 잘못된 표를 인쇄해 준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훨씬 뒷자리에 앉아야 했어.

여: 너 정말 화가 났겠다. 결국 어떻게 했어?

남: 5  연극을 본 후에, 극장에 항의했어.

어휘

argument n. 논쟁, 말다툼     insist v. 주장하다, 우기다     annoy v. 

짜증나게 하다     usher n. 안내원     handle v. 다루다, 해결하다

a close(r) look 자세히 살핌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어제 연극을 보러 갔다가 잘못된 표를 받아서 뒤에서 연극을 봐야 했던 

일을 여자에게 말해주었고 마지막에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남자는 극장 측의 잘못으로 화가 났으므로 적절한 응답은 5  ‘연극을 본 후에, 

극장에 항의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 안내원에게 그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했어.

2  그 주연을 담당하는 배우를 만났어.

3  안내원에게 내가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

4  나는 그 훌륭한 공연을 절  잊지 못할 거야.

총 어휘 수  166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동물 실험 반  캠페인

듣기 대본 해석

여: 이봐, Cameron. 너 피켓 표지에 뭐라고 한 거야? “동물 실험 반 ?”

남: 오, 안녕, Ellie. 그래, 동물 실험 제품에 반 하는 캠페인이야.

여: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에 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남:  자, 사람들은 인간이 쓰기 위해 개발된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선 

안 돼. 이 사진들에 실험실에서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잔인한 

행동들이 나와 있어.

여: 와, 정말 충격적이야. 난 사람들이 동물들을 그렇게 다루는지 몰랐어.

남:  사람들은 단지 제품 하나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하루에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죽여!

여:  네가 이 캠페인에 그렇게 열정적인 게 단하다고 생각해. 내가 기부를 

할 수 있어?

남: 그거 좋겠다, Ellie.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네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

여: 1  좋아. 나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뻐.

어휘

picket n. 피켓     campaign n. 캠페인, 사회 운동     lab n. 실험실

passionate a. 열정적인     donation n. 기부, 기부금

<문제> appreciate v. 고맙게 여기다, 환영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동물 실험 반  캠페인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기부가 가능한지 물었고 친구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가 나와있다고 알려준다. 이에 한 여자의 답은 

1  ‘좋아. 나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뻐.’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우리는 너의 기부를 환영해. 너무 고마워. 

3  그 사진들을 안 보는 게 낫겠어. 너무 슬퍼.

4  충고 고마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심할게. 

5  여기에 이름 쓰고 사인만 하면 돼.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야.

총 어휘 수  137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고아원에서 자원봉사하자고 친구 설득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Kenny는 친구 Katie에게 같이 새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Katie는 

오늘 오후에 고아원에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Kenny는 

Katie에게 왜 자원봉사를 하냐고 물어보자 Katie는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무척 보람 있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Kenny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고아원에서 

봉사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Katie는 Kenny가 자기와 함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atie가 Kenn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Katie: 5  봉사는 매우 재미있고 아이들이 너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어휘

decline v. 거절하다, 감소하다     orphanage n. 고아원     volunteer 
v. 자원봉사하다     rewarding a. 보람 있는     encourage v. 격려하다, 

고무하다

정답  5  

문제풀이

Katie가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된 Kenny는 이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아이들과 잘 놀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주저하고 

있다. Katie는 Kenny가 함께 자원봉사하기를 바라고 그를 격려하고자 하므로, 

그녀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봉사는 매우 재미있고 아이들이 너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다른 영화들이 있어. 

2  너는 자원봉사에 한 보상은 받지 않을 거야.

3  우리는 이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4  나는 고아원에서 일함으로써 돕고 싶어.

총 어휘 수  119

09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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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세계 최 의 호텔

듣기 대본 해석

남:   Las Vegas에 있는 Venetian Hotel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999년에 문을 연 이래로 Venetian Hotel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입니다. 
7,000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호텔은 5개의 별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가는 A지역에 있는데, 

그곳에는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바도 있습니다. B지역에는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고객들이 매일 밤 크게 이깁니다. C지역에는 쇼핑몰이 있는데, 코치, 

프라다, 루이비통과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D지역은 

Venetian 호텔의 오락구역이며, 그곳에서는 전세계의 유명 연극이 매일 

밤낮으로 공연됩니다. 여러분은 서커스, 마술쇼를 보실 수 있고 Barbara 
Streisand 노래 혹은 많은 다른 Vegas풍의 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지역에는 로비와 무도회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보통 

회의와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만약 Las Vegas에 가시게 되면 꼭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인 Venetian Hotel을 방문하세요. 

어휘

distinct a. 별개의, 뚜렷한     variety of 다양한     patron n. 고객, 

후원자  

정답  16 3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세계 최  호텔의 5개 구역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3  ‘세계 최 의 호텔을 소개하려고’이다. 

17  오락구역인 D구역에서 매일 밤낮으로 공연을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  ‘Area D’이다.

총 어휘 수  181

DICTATION ANSWERS

01 return this smartwatch

02   behind schedule

03   Due to damage from the weather / while it is under 
construction / the renovated gym / revised schedule

04   go for a run / makes it more bearable / be aware of 
your surroundings / when I get home

05   complaint letters we’ve received recently / Why don’t 
we call a meeting / Get in touch with

06   destroyed the place / My table is broken / crawled in 
through 

07   interested in making movies / in charge of club 
activities / you used to be / sounds like a lot of fun

08  keep you up past your bedtime / stay up late / give a 
speech / you should be ready by now

09  include everything in the museum / Is it included / an 
additional fi ve dollars per person

10  holding the annual marathon / too diffi  cult for me to 
run / registration fee / Give me a while

11   a doctorate in psychology / in confl ict with his fellow 
professors / social class and status / passed away

12   go canoeing / off er a shuttle / leaves us with two 
options / too hot tomorrow for a walking tour

13   played the main role / got into an argument / so 
annoying / I had to sit farther back

14   a campaign against testing products on animals / 
hundreds of animals / so passionate about this campaign

15   declines his off er / work at the orphanage / encourage 
him to volunteer

16-17  divided into fi ve distinct areas / famous acts from 
around the world / be sure to visit the largest hotel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에어컨 고장

듣기 대본 해석

남: 와, 여기 정말 덥네. 에어컨 켜자, Amy.
여: 제 로 작동이 안 돼. 고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어.

남: 자, 그럼 최 한 빨리 고쳐야지.

여: 1  좋아, 내가 지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할게.

어휘

properly ad. 제 로     fix v. ~을 고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고장 난 에어컨을 빨리 고쳐야겠다고 말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한다는 1  ‘좋아, 내가 지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할게.’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내가 확실히 그것을 관리할게.

3  우리는 같은 모델 제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

4  가능하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해야 해.

5  그가 가능한 빨리 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도록 해.

총 어휘 수  4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세차 가격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날씨가 좋아.

남: 응, 세차를 해야겠어.

여: 세차하는 데에 얼마나 드니?

남: 보통 20달러 정도 들어.

여: 정말? 너무 비싸지 않아?

남: 2  별로 그렇지 않아. 그들이 일을 정말 잘해.

어휘

expensive a. 값비싼   

정답  2  

문제풀이

세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는 말에 2  ‘별로 그렇지 않아. 그들이 일을 정말 

잘해.’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사실, 세차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들은 돈이 없어.

4  내 차를 세차하지는 않아.

5  그것은 내 차가 아니야.

총 어휘 수  40

03  담화 목적

소재  애완동물을 가진 아파트 주민들에 한 협조 요청

듣기 대본 해석

남:  최근 몇 주간 동네 애완견들이 밤 늦게 짖는 것에 한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애완견들은 특히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골칫

거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젯밤 주민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네로 경찰이 출동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소란에 더해져 애완동물 주인들이 애완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있다는 항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Greenville 아파트는 주민들에게 

동네의 청결과 조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nuisance n. 골칫거리, 성가신 일     resident n. 주민, 거주자

disturbance n. 소란, 방해

정답  5  

문제풀이

애완견이 밤늦게 짖거나 동물 주인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애완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요청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07

04  의견

소재  산에서 쓰레기 다시 가져오기

듣기 대본 해석

여: Daniel, 여기 경치 좋다. 산 공기가 정말 맑고 경치가 굉장한데.

남: 맞아. 정말 멋지다. 그런데 우리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 떠나기 싫지만 어두워지고 있어. 곧 가야 돼.

남: 우선, 이 쓰레기 어디에 버려야 되는 거지?

여: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어 보여. 우리가 그냥 가져가자.

남: 좋아. 그런데 여기 쓰레기통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여: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쓰레기통을 비울 직원이 있어야 할 거야.

남: 글쎄,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없으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여:  맞아.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금방 쓰레기가 가득 차고 넘쳐서 쓰레기가 

쓰레기통 주변에 많이 쌓일 거야.

남: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여: 우리가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 그래, 힘든 일이 아니지.

어휘

amazing a. 놀라운, 굉장한     fill up 가득 차다     build up ~이 쌓이다

a big deal 큰일, 힘든 일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산 위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더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을 비울 사람이 필요하고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답은 1  ‘산에서 자신의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55

1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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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연기 실수에 한 사과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Wise 선생님. 시간 있으신가요?

남: 물론이야, Shelly. 들어오렴. 뭘 도와줄까?

여:  지난밤 저의 연기에 해 사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을 

실망 시켜드렸어요. 

남: 그래, 네가 평소처럼 그 공연에 몰입하진 않았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여:  알아요. 좀 더 집중했었어야 했어요. 제가 최근 너무 좌절을 해서 제 연기에 

영향을 끼쳤어요. 

남: 무엇에 좌절했는데?

여: 음, 제가 수학시간에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남:  알았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몇 개는 너 신 다른 사람이 하게 

할까?

여: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제가 지난 시험을 

재시험 볼 수 있도록 동의했어요. 

남: 좋아. 그러면, 지난밤에 한 것은 잊으렴. 내일 공연에 집중하자.

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ise 선생님.

어휘

performance n. 공연, 연기     let ~ down ~을 실망시키다     

stress out 스트레스를 받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지난 공연에서 자신의 연기 실수에 해 사과하고 있고, 남자는 문제점을 

말해주면서 이제는 잊으라고 말하며 내일 공연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2  ‘감독 — 배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50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시내 봄 축제

듣기 대본 해석

여: 나 봄 축제 보려고 시내에 나오는 게 정말 좋아, Carl. 진짜 재미있어!

남: 나도. 할 게 정말 많아.

여: 당연하지. 우선 뭐 좀 먹자.

남: 그래. 근데 ATM에서 현금 뽑아야 돼.

여: 시식 판매 가 은행 앞에 있으니까 딱 좋네.

남: 좋다! 먹은 다음에는 뭐 할래?

여: 음, 난 놀이기구 타는 게 좋아, 특히 저 큰 관람차.

남: 난 너랑 같이 못 탈 것 같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여:  아쉽네.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무 아래서 날 기다리면 되겠네. 

그리고 밴드 음악을 들어도 되고.

남: 안타깝게도 지금은 연주하는 밴드가 없어.

여: 기다리는 동안 분명 뭔가 할 게 있을 거야.

남: 그래. 어쨌든, 이제 뭐 먹으러 가자!

어휘

food booth 시식 판매

정답  5  

문제풀이 

화의 끝부분에서 지금은 연주하는 밴드가 없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밴드가 

무 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37

07  부탁한 일

소재  교통 검색 어플리케이션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Brown 선생님.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버스 기다리세요?

남: 응. 어디 가는 거니, Laura?

여: 집에 가요. 저도 버스를 탈 거예요. 어떤 버스 기다리세요?

남: 52번. 거의 10분째 기다리고 있어. 아, 너 스마트폰 있니?

여: 네. 왜 물으세요?

남:  거기에 중교통 검색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들었어. 내 버스가 언제 올 

지 알려줄 수 있니?

여:  물론이죠. 사실, 그 앱을 오늘 아침에 제 휴 폰에 설치했어요. 잠시만요. 

[잠시 후] 보세요. 여기, 52번 버스는 약 5분 뒤에 도착한 요.

남: 오, 그거 잘됐네. 고마워, Laura.

여: 천만에요. 오, 제 버스가 오네요. 내일 뵐게요, Brown 선생님.

어휘

public transportation 중교통     install v. 설치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버스를 오래 기다려서 여자에게 중교통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언제 그의 버스가 

도착하는지 확인하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를 어딘가로 데려다 주기

2  버스 요금 빌려주기

4  버스 정류장 위치 알려주기

5  어플리케이션 찾는 법 보여주기

총 어휘 수  123

08  이유

소재  조깅을 하지 않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실례합니다. 우리 서로 아는 사이 아닌가요?

남: Cynthia! 저예요, Mason!

여: 오, 이런,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잘 지내죠?

남:  나는 잘 지내요.  당신이 이사간 후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여: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음악 연주를 해요? 당신은 드럼을 좋아했었잖아요.

남: 그래요. 여전히 연주하기를 좋아해요.

여: 조깅은 어때요? 당신이랑 조깅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 사실 오랫동안 조깅을 하지 않았어요.

여: 정말이요? 왜 안 했어요?

남: 제가 일 년 전쯤 음주 운전자한테 치였었어요. 저는 달릴 수가 없어요.

여:  끔찍하네요. 그 소식을 들으니 유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을 잡았길 바라요.

남:  네, 잡았어요. 사실 그는 멈춰서 경찰을 불러줬었어요. 어쨌든, 저는 가야 

해요.

여: 네, 저도요. 연락하기로 해요!

남: 물론이죠.

어휘

embarrassed a. 쑥스러운, 당황스러운     move away 이사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일 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뒤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  ‘교통사고 부상 때문에’이다.

총 어휘 수  139

48  



09  숫자

소재  채소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Smith씨.

여: 안녕하세요, Baron씨. 오늘은 모든 야채가 정말로 신선해 보이네요.

남:  네. 특히 양파와 당근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막 도착했거든요.

여: 정말로 신선해 보이는군요. 얼마죠?

남:  양파는 한 개에 2달러이고 당근은 킬로그램 단위로 팔립니다. 당근 1킬로

그램은 6달러입니다.

여: 그러면 당근 1킬로그램과 양파 2개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사실 건가요?

여: 네, 수프를 좀 만들기 위해 호박이랑 감자를 약간 사야 해요.

남: 호박 하나에 5달러이고 감자 1킬로그램은 4달러입니다.

여: 호박 2개와 감자 1킬로그램이면 충분합니다. 배달이 되나요?

남:  그럼요, 물론이지요. 사람을 시켜 약 2시간 내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좋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 받으세요.

어휘

fresh a. 신선한     carrot n. 당근     by the kilogram 킬로그램 단위로

deliver v. 배달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당근 1킬로그램(6달러), 양파 2개(4달러), 호박 2개(10달러)와 감자 

1킬로그램(4달러)을 사기로 했으므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4  ‘$24’이다.

총 어휘 수  128

10  언급 유무

소재  잘못 배송된 책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Shine On Top 서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제가 온라인에서 2권의 책을 주문했고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한 권의 

책에 실수가 있네요.

남: 알겠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 네. 제 이름은 Rebecca Jackson입니다.

남:  구매내역을 확인해볼게요. [키보드 치는 소리] 수필 모음집 한 권과 과학 

교과서 한 권을 주문하셨네요, 맞나요?

여: 네. 문제는 제가 받은 수필집이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 아, 죄송합니다. 받은 책 제목이 뭐죠?

여:  A Big Dream이에요. 제가 주문한 건 John Thomas의 Just a 
Dream이고요.

남: 실수에 해 사과드립니다. 지금 바로 제 로 된 책을 보내겠습니다. 

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어떻게 해야 하죠?

남: 우편으로 돌려 보내 주시겠어요? 우편요금은 저희가 낼게요.

여: 알겠습니다. 내일 보낼게요.

어휘

apologize v. 사과하다     postage n. 우편요금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책을 주문했는데 한 권이 잘못 배송되어 서점에 전화한 상황이다. 여자가 

주문했던 책의 권 수, 여자가 주문했던 책의 종류, 잘못 배송된 책의 처리 방법, 

운송료 지급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잘못 배송된 책의 작가에 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3  ‘잘못 배송된 책의 작가’이다.

총 어휘 수  145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가족 초  행사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Maple’s Academy의 아트 디렉터 Lilly 
Stevens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의 특별한 학교공개 행사에 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이벤트는 학생 여러분이 가족들을 학교로 모셔와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이 만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모시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조각, 홀치기 염색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릴 것입니다. 학교

공개 행사는 활동 센터에서 3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간에 100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우리 사이트를 방문 해 

주세요.

어휘

announce v. 발표하다, 알리다     open house (학교·기숙사 등의) 

공개일     artwork n. 미술품     sibling n. 형제자매     relative n. 친척  
a. 연관 있는     sculpt v. 조각하다     tie-dye v. 홀치기 염색을 하다

accommodate v. 공간을 제공하다, 수용하다

정답  5  

문제풀이

100명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  ‘선착순으로 입장한다.’이다.

총 어휘 수  126

12  도표

소재  배 타기와 스노클링 관광 스케줄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뭐 보고 있어?

남:  배 타기랑 스노클링 관광 스케줄이야. 집에 가기 전에 스노클링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여:  좋은 생각이야. 그 관광 가자. 애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일곱 시간 

프로그램은 어때?

남:  일곱 시간은 애들이랑 배에 타있기에는 너무 길어. 지겨워하거나 그 로 

있기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 그럴 것 같아. 그럼 좀 더 짧은 것으로 하자.

남: 응. 점심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좋을까?

여:  별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행 올 때 음식 많이 샀잖아. 내가 샌드위치 

몇 개 만들게.

남:  알겠어. 우리가 따로 사고 싶지 않으면, 당연히 물안경 필요할 거야. 오리발은 

어떡하지? 필요할까?

여: 당연하지. 스노클링은 오리발이 있으면 훨씬 재미있어.

남: 그래. 그럼 우릴 위한 안성맞춤의 관광 프로그램을 찾은 것 같아.

어휘

snorkeling n. 스노클링     necessary a. 필요한     goggles n. 고글, 

물안경     fin n. 오리발

정답  2  

문제풀이 

7시간은 너무 길다고 했고, 점심은 제공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므로 

1 , 3 , 5 번은 제외된다. 2 , 4 번 중에 물안경과 오리발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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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아이스하키 경기 후 마중 약속

듣기 대본 해석

여: 너 오늘 Devils와 Rangers의 아이스하키 경기 볼 계획이니? 

남: 물론이죠! 나는 이 경기가 정말 신이 나요.

여: 표는 샀어?

남: 물론이죠.

여: 경기가 몇 시에 끝나지?

남: 보통 저녁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끝나요.

여:  아, 그래? 경기가 그렇게 늦게 끝나는 줄 몰랐네. 내가 차로 너를 데리러 

갈게.

남: 그거 좋겠네요, 엄마. 우리 어디서 만나야 되죠?

여: 내가 경기장에 도착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남: 네, 좋아요. 반드시 휴 폰을 가지고 있도록 할게요.

여: 너 휴 폰 벨소리 들을 수 있겠니? 경기장은 매우 시끄럽잖니.

남:  전화가 오면 느낄 수 있도록 휴 폰을 진동 모드로 해 놓고 제 앞 주머니에 

넣어둘게요.

여: 2  그래, 좋아. 그러면 내 전화를 놓치지 않겠구나.

어휘

stadium n. 경기장     on vibrate 진동으로

정답  2  

문제풀이

엄마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끝날 때쯤 아들을 데리러 갈 예정인데,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 경기장이 시끄러워서 벨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묻자 

아들은 휴 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앞주머니에 넣겠다고 한다. 이에 한 가장 

적절한 엄마의 응답은 2  ‘그래, 좋아. 그러면 내 전화를 놓치지 않겠구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통화할 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3  네가 집에 올 때 지하철을 타는 것이 좋겠어.

4  휴 폰으로 통화할 때 꼭 부드럽게 말하도록 하렴.

5  휴 폰을 꺼두어야 해.

총 어휘 수  138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자녀의 취업에 관한 걱정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친구들과 어땠어요?

남: 아주 좋았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원에 갔어요.

여: 아주 즐거웠던 것 같네요.

남:  정말 그랬어요. 우리 모두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 계속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내가 친구들을 커피 마시러 초 했어요. 

여: 훌륭한 생각이에요.

남:  오, Lauren이 내게 그녀의 딸이 Phoenix에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여:  잘됐네요. 그녀가 부러워요? Alyssa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해 정말 

걱정했었잖아요.

남:  아마 조금이요. 그렇지만 우리 Alyssa도 곧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 당신 전보다 덜 걱정하는 것 같네요.

남: 글쎄요, 내가 그것에 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깨달았어요.

여: 맞아요, 걱정해보았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 5  네, 걱정은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들 뿐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어휘

land a job 일자리를 얻다     envious a. 부러워하는     concerned 
a. 걱정하는     realization n. 깨달음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걱정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남자도 이에 동조

하는 맥락이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네, 걱정은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들 뿐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맞아요. 그녀가 괜찮은 직장을 찾을 방법은 없어요.

2  그래요. 난 늘 그녀의 딸이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했었죠.

3  놀라워라! 난 파티에 그들을 초 하지 않았는데.

4  걱정할 필요 없어요. Alyssa가 당신이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총 어휘 수  149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어린아이의 믿음

듣기 대본 해석

여:   Rachel과 그의 아버지는 십 분 동안 쇼핑몰 주차장을 차로 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주차장은 거의 찼습니다. Rachel의 아버지는 눈에 띄게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 때, Rachel은 인형을 꺼내고 인형한테 그들이 주차 공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Rachel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가 항상 말하기를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친구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했

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것은 만화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의 종류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Rachel은 주장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그들 앞에 주차 공간이 나는 것을 봅니다. Rachel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은가요?

Rachel: 4  봐요, 나는 그녀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어휘

visibly ad. 눈에 띄게, 분명히     frustrated a. 불만스러워 하는, 답답해 

하는     insist v. 주장하다     <문제> calm down 진정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주차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Rachel은 만화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친구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가방에서 인형을 꺼내서 주차 공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려 

했지만 그 때 그들 앞에 주차 공간이 나타난다. 이 상황에서 Rachel이 할 수 

있는 말은 4  ‘봐요, 나는 그녀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이 모든 것에 해 죄송해요, 아빠.

2  진정해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3  정말이요? 그녀에게 부탁하면 안 되나요?

5  우리는 버스를 탔어야 했어요.

총 어휘 수  129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감시 카메라 남용의 문제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폐쇄회로 또는 감시 카메라에 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어느 순간이든 3백만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카메라들이 

범죄자들이 카메라 주변을 조심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분은 감시 카메라가 사생활을 침해할 

50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카메라들이 우리의 학교, 사무실, 상점, 그리고 

우리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잠재적 범죄자들을 

녹화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무 죄가 없는 행인들도 녹화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확실히 법에 어긋나지만,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들 또한 우리가 감시 카메라의 수를 줄이고 순찰 경찰관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생활에 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에서 감시 카메라의 수를 줄이도록 

같이 힘써야 합니다.

어휘

closed-circuit n. 폐쇄회로     prevent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crime n. 범죄     commit v. (일, 죄 등을) 저지르다     criminal 
n. 범죄자  a. 범죄의     invade privacy 사생활을 침해하다     potential 
a.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innocent a. 아무 죄가 없는, 순진한     

passerby n. 오가는 사람, 행인     install v. 설치하다     punish v. 

처벌하다, 벌주다     <문제> demonstrate v. 입증하다, 보여주다      

정답  16 5    17 3

문제풀이

16  남자는 감시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담화의 목적은 5  ‘감시 카메라의 수를 줄일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17  남자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학교, 사무실, 상점, 자동차는 언급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3  ‘엘리베이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감시 카메라의 설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2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3  감시 카메라가 어떻게 범죄를 막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4  감시 카메라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총 어휘 수  160

DICTATION ANSWERS

01  get it fi xed

02   pay about twenty dollars

03   a nuisance to members of our community / gotten to 
the point where / On top of this disturbance / take the 
necessary action

04   we’d better start hiking back down / throw away all of 
this garbage / empty them / build up around it

05   do you have a minute / let you and the others down / 
having an eff ect on my performance / focus on your 
studies

06   Th e food booths are in front of / I’m afraid of heights / 
wait for me under the tree

07   taking a bus / public transportation application / will be 
arriving in / here comes my bus

08  I’m so embarrassed / remember jogging with you / I 
was hit by a drunk driver / keep in touch

09  look really fresh / How much are they / Anything else / 
have them delivered

10  ordered two books online / not the one I ordered / 
apologize for the error / pay for the postage

11   show off  the artwork / grandparents, siblings, and 
other relatives / is scheduled to take place / register 
online

12   schedule of the boat and snorkeling tours / take a tour / 
they’ll get bored or restless / more fun with fi ns

13   planning to watch the ice hockey game / pick you up / 
I’ll give you a call / keep it on vibrate

14   had a great lunch / I invited them over for coff ee / Are 
you feeling envious / came to the realization

15   is becoming visibly frustrated / asks her to make / All 
of a sudden

16-17  operating at any given moment / invade privacy / 
spy on their neighbors / reduce the number of 
surveillance cameras / protect our right to privacy

1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1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새 TV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자기, 이 새 TV 샀어?

여: 응. 우리가 선명한 화질의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기억 안 나?

남: 기억 나. 그런데 왜 내게 알려주지도 않고 샀어?

여: 5  난 당신이 새로운 TV 사는 걸 괜찮다고 말한 줄 알았어.

어휘

clear a. 선명한, 확실한     <문제> hang v. 걸다     regularly ad. 

정기적으로     

정답  5  

문제풀이

왜 말해주지 않고 새 TV를 샀는지 묻는 남자의 말에 가장 적절한 답은 5  ‘난 

당신이 새로운 TV 사는 걸 괜찮다고 말한 줄 알았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아니, 이건 우리 집에는 너무 커.

2  그걸 사기 전에 네 조언이 필요했어.

3  물론이지. 내가 그 TV를 벽에 걸게.

4  당신은 거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해.

총 어휘 수  46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의 생일파티

듣기 대본 해석

여: Robert, Helena의 17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남:  아, 깜박할 뻔 했어. 3월 23일이었지.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해주는 

게 어때? 

여:  좋은 생각이야.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사과파이를 내가 

준비할게.

남: 5  좋아. 나는 음료를 가져올게.

어휘

just around the corner 임박하여     <문제> be proud of 
~을 자랑으로 여기다     beverage n. 음료 

정답  5  

문제풀이

Helena의 생일 파티 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사과파이를 준비하겠다는 여자의 

말에 적절한 응답은 5  ‘좋아. 나는 음료를 가져올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녀는 틀림없이 네가 입상한 것이 자랑스러울 거야.

2  맞아, 그 빵집에서 맛있는 사과파이를 팔아.

3  너의 생일에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4  나는 알코올 음료는 좋아하지 않아.

총 어휘 수  39

03  담화 목적

소재  연극 동아리 가입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학을 전공하는 3학년생인 Grace Stamos입니다. 

여러분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지 3개월이 되었군요. 학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로 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찾으신다면,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 동아리는 50년간 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왔고 입학하는 

많은 신입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아리에 들어오면 새 친구를 

사귀기가 쉽고, 여러분이 공연할 때 도시에 있는 모든 멋진 클럽과 극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아리를 매우 즐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최 한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오늘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어휘

involve v. 참여시키다, 관련시키다     performance n. 공연, 성과

positive a. 확신 있는, 적극적인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학 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연극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동아리를 가입했을 때의 활동과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연극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32

04  대화 주제

소재  탄산수의 이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와! 너무 덥다. 마실 것 좀 가져왔니, Katie?

여: 물론이지.

남: 고마워. [잠시 후] 잠깐만, 왜 소다를 가져왔어?

여: 그거 탄산수야.

남: 탄산수라고? 왜 일반 물이 아니지? 이건 맛이 좀 이상한데.

여:  음, 탄산수는 일반 물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와 

소화불량에 정말 좋아.

남: 그렇구나. 왜 그렇지?

여:  그것은 식욕을 억제해,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지. 내가 탄산수를 마신 이후로, 

거의 4킬로그램이 빠졌어. 

남: 믿을 수 없어.

여:   그것은 또한 이 지역 수돗물보다 훨씬 건강해. 여기 수돗물이 몇 달 동안 

적절하게 여과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뉴스에서 봤어.

남: 알았어. 나도 탄산수 마시기를 시작해야겠네.

어휘

indigestion n. 소화불량     suppress v. 참다, 억누르다

appetite n. 식욕     tap water 수돗물     filtered a. 여과된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탄산수를 가져와서 남자는 왜 탄산수를 마시는지 묻고 여자는 탄산수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 화의 주제는 3  ‘탄산수가 건강에 좋은 

이유’이다. 

총 어휘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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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집 계약

듣기 대본 해석

[휴 폰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Tanner 부인. 저는 Joseph Lancaster입니다.

여: Lancaster씨, 연락이 와서 기쁘네요. 집은 결정하셨어요?

남: 네. 저와 제 아내는 Main Street의 집으로 결정했어요.

여:  아, 세 개의 화장실과 두 개의 침실이 있는 집이요. 정말 훌륭한 집이지요.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남: 네. 우리는 마당에 탁 트인 공간이 너무 좋아요. 

여: 아이들을 키우기에 완벽해요. 뛰어 놀 공간이 많을 거예요.

남: 네, 맞아요. 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여:  정원을 만들면 좋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집주인과 몇 년 동안 일해 왔어요.

남: 좋아요. 그럼 제가 언제 계약서를 볼 수 있어요?

여: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들르실 수 있어요? 집주인도 여기로 올 거예요.

남: 물론이죠. 4시경에 갈게요.

어휘

property n. 부동산, 재산     plenty of 많은     contract n. 계약서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집을 구하고 있고, 여자는 집이 좋다고 말해주고 집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중개업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  ‘고객 —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총 어휘 수  155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아빠가 만들어 주신 어린 시절의 놀이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봐요, 내가 다락에서 이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여:  어머나. 아주 오랫동안 이 사진을 못 봤는데. 저랑 제 남동생 Tim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놀이터에요.

남: 그럼 이 작은 소녀는 당신이네요. 당신은 그네를 타고 있네요.

여: 맞아요. 저 귀엽지 않았나요?

남:  당신 손을 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고요. 그는 아주 젊어 보여요!

여: 음, 맞아요. 우리 모두 그래요!

남: 모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Tim, 맞죠?

여: 네, 그는 항상 더러워지는 걸 좋아했어요.

남: 저 미끄럼틀은 너무 재미있어 보이네요.

여: 정말 재미있었어요. 모든 이웃 아이들이 와서 타고 싶어 했죠.

남: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여: 언제 같아요?

남: 모든 것들이 매우 푸르른 것을 보니 아마 여름일 것 같은데요.

여: 네,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름은 항상 최고였죠.

남: 정말 멋진 정글짐이에요. 당신은 너무 좋은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여: 정말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요.

어휘

attic n. 다락(방)     awesome a. 아주 좋은, 굉장한

정답  2  

문제풀이 

아버지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 아버지는 여자의 그네를 

어주고 있으므로 2 번이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다.

총 어휘 수  175

07  할 일

소재  새로운 드러머 찾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오, 시내에 있는 재즈 카페에서 연주할 재즈밴드 오디션 공고를 보고 있구나. 

관심 있니?

남:  난 없어. 내 여동생이 참가하는 것에 관심 있어해. 재즈밴드에서 기타를 

치거든.

여: 그녀의 밴드가 이 오디션에 참여한 ?

남: 그러고 싶 . 문제는 지난주에 드러머가 팔이 부러졌어.

여: 오, 이런! 그럼 그는 아직 드럼을 칠 수 없겠네.

남:  응. 그래서 밴드 리더가 새로운 드러머를 가능한 빨리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여: 흠... 내가 그를 만나볼 수 있을까?

남: 왜? 너 드럼 칠 줄 아니?

여: 응, 조금 칠 수 있어. 그리고 오랫동안 밴드에 참여하고 싶기도 했고.

남: 잘됐다! 내 여동생에게 그의 휴 폰 번호를 물어봐서 너에게 곧 알려줄게.

여: 고마워. 내가 그들과 함께 연주할 만큼 잘 하면 좋겠다.

어휘

notice n. 공고문, 안내문, 공지사항  v. 알아채다     participate v. 

참가하다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밴드 리더의 휴 폰 번호를 여동생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  ‘밴드 리더의 전화번호 알려주기’이다.

총 어휘 수  140

08  이유

소재  작아져서 입을 수 없게 된 청바지

듣기 대본 해석

남: Stacy, 네 청바지가 바닥에 있어. 좀 치워주겠니?

여:  잠깐 그냥 거기에 두면 안 될까요, Brian? 오늘 중에 자선단체에 갖다 줄 

거예요.

남: 정말? 그런데 새 것 같은데.

여: 네, 기본적으로는 새 거예요. 몇 번밖에 안 입었어요.

남: 왜 주려고 하는데? 정말 질이 좋아 보이는데.

여: 알아요. 그리고 그 청바지 좋아해요. 그런데 입을 수 없어요.

남: 무슨 말이야? 왜 안 돼?

여: 저에게 너무 작아요.

남:  좋아. 그런데. 꽉 낀 청바지는 유행인데. 요즘 애들이 정말 꽉 끼는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것 줄곧 봤거든.

여: 네, 그런데 게다가 너무 짧기까지 해요.

남: 아하.

여: 그 청바지 지난 여름에 샀는데 그 이후로 키가 거의 2인치 자랐어요.

남: 음, 곧 너에게 새 청바지를 사줘야겠구나.

어휘

charity n. 자선단체     in style 유행인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그 청바지를 좋아하지만 사이즈가 작아지고 길이도 짧아져서 못 

입겠다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1  ‘키가 커지면서 바지가 맞지 않게 되어서’이다.

총 어휘 수  139

11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3



09  숫자

소재  헤드폰 구입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새로운 헤드폰을 사려고 해요. 

여: 네. 생각해 보신 특별한 브랜드나 스타일이 있으세요?

남: 글쎄요, 통근할 때 착용할 거라서 편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 알겠어요. 제 생각엔 이것을 매우 좋아하실 것 같네요.

남: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여: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편안함을 위해서 조절 가능한 밴드가 있고요, 

최적화된 소리를 위해 신기술을 사용했어요.

남: 좋아 보이네요. 얼마인가요?

여: 50달러에 팔리고 있지만 이번 주에 10퍼센트 할인이 돼요.

남:  좋네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10달러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찾았어요. 이 

제품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할인된 가격에 추가 10달러를 깎아 드릴게요. 

남: 알겠어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여: 네, 문제없어요.

어휘

optimal a. 최적의     retail v. (특정 가격에) 팔리다

정답  2  

문제풀이

원래는 50달러지만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10달러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2  ‘$35’이다.

총 어휘 수  131

10  언급 유무

소재  컴퓨터 게임 토너먼트

듣기 대본 해석

여: 자기야, 내일 Albert를 컴퓨터 게임 회에 데려가는 건 어때?

남:  좋은 생각이야! PC Playground Arena에서 개최된다고 포스터에서 봤어.

여: 거기 맞아!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회를 개최한 .

남:  근데 Albert가 그 회에 관심을 가질까? 일인칭 슈팅 게임을 즐기기에

는 너무 어린 것 같아.

여: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히 좋아할 거야. 가자는 건 사실 걔 생각이

었어.

남: 알겠어. 뭘 싸가야 할까?

여:  점심 싸가고 간식이랑 음료수, 그리고 우리가 응원할 수 있게 Ryan이랑 

Jason 티셔츠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 오후 행사인 것치고는 꽤 많이 챙겨야 되네. 일찍 출발해야 할까?

여:  너무 일찍 출발하는 건 별로일 것 같아. 열두 시에 시작하니까 열한 시쯤 

출발하자.

남: 그래, 열한 시까지 다 준비해 놓을게.

어휘

tournament n. 토너먼트     take place 개최되다     

first-person shooter 1인칭 슈팅 게임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은 장소(PC Playground Arena), 요일(토요일), 준비물(간식, 음료수, 

티셔츠), 시작 시간(12시)은 언급하였으나 상 연령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 상 연령’이다.

총 어휘 수  146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겨울 캠프 자원봉사자 모집

듣기 대본 해석

여: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New Poets Society는 시와 예술에 관심 있는 

새로운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시 캠프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는 본 캠프에 자원봉사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

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 캠프 상담자들은 어린 학생들을 지켜봐 주시고 적

절한 행동과 안전의 모델이 되어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겨울 캠프는 12월 

23일에 그리고 1월 7일에 시작하며, 모든 수업은 Minneapolis에 있

는 Walker Art Center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지원서는 8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캠프 상담자들은 일주일에 3일, 최소 8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만약 겨울 캠프에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winterpoet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어휘

volunteer n. 자원봉사자     participate v. 참가(참여)하다     

appropriate a. 적절한     submit v. 제출하다     additional a. 추가의

정답  3  

문제풀이

캠프의 모든 수업은 Walker Art Center에서 진행된다고 말하였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수업마다 다른 장소에서 캠프를 진행한다.’이다.

총 어휘 수  127

12  도표

소재  CCTV 고르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저기, Samuel, 당신 집에 CCTV 시스템 사지 않았어요?

남: 샀어요. 왜요?

여:  아, 남편이랑 제가 하나 사려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에 해 정말 

많이 몰라서요.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남:  물론이죠. 그 책자 좀 볼게요. [잠시 후] 네. 당신은 먼저 비디오 해상도를 

고려하고 싶을 거예요.

여: 음,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 제 생각엔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좋아요.

여: 좋아요. 높은 해상도로 할게요. 

남: 어두운 데서 볼 수 있는 적외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 적외선이 달린 것은 훨씬 비싸네요.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 좋아요.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저장 용량이에요.

여:  어, 제가 너무 많은 용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  제 것도 많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32기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 좋아요. 이 제품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휘

resolution n. 해상도, 해결     recommend v. 추천하다     go with 
~로 하다     infrared a. 적외선의     storage capacity 저장 용량

정답  4  

문제풀이 

해상도가 높고, 적외선이 포함되지 않은 것, 용량은 32기가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4 번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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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집에서 공룡영화를 보는 부녀의 화

듣기 대본 해석

남: Debra, 영화 어떻게 생각해? 

여: 좋았어요, 아빠! 다시 한 번 봐요. 

남: 네가 좋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간식을 먹고 다른 것 보자. 

여: 다른 건 보고 싶지 않아요. Before Time 다시 봐요! 

남:  방금 봤잖니. 이제 다른 것을 넣자. 진심이야. Teddy Rex 어때? 좋은 

영화라고 들었는데. 

여: 알겠어요. 하지만 Before Time만큼 좋아야 할 거예요!

남: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네가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트는 게 좋겠다. 

여: 안 바꿀 거예요. 이제 Teddy Rex 틀어줘요, 아빠. 

남:  좀 놀랍구나 Debra. 우리가 Before Time을 보기 시작하기 직전에 

공룡들이 무섭다고 말했잖아. 

여: 4  그러게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몰랐어요.

어휘

snack n. 간식     dinosaur n. 공룡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가 영화 ‘Before Time’을 보기 전에는 공룡들이 무섭다고 하고서는 

본 후에는 그것을 한 번 더 보자고 한 것에 놀라고 있다. 이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그러게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몰랐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놀랍지 않아요. 당신이 그 영화 좋아할 줄 알았어요.

2  난 왜 사람들이 공룡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3  우리 쉬면서 간식을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공룡영화를 한 편 더 보면 당신은 겁에 질릴 거예요.

총 어휘 수  127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전공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Lynn, 너 학 전공 벌써 정했어?

여: 정했어. 난 최근에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결정했어. 너는 어때?

남: 나는 아직 결정 못 했어.

여:  나는 네가 회계학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숫자와 돈 관리에 

재주가 있잖아. 

남:  맞아. 하지만 내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나는 

예술이랑 예술 역사에도 관심이 있거든.

여: 그래서 무엇을 전공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남: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 음, 너 상담 센터에 있는 Marshall 선생님을 찾아가 봤어?

남: 내가 왜 그녀를 찾아가야 해? 나는 어떤 행동적 문제가 없는데.

여:  Marshall 선생님은 네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볼 수 있는 적성검사를 

해주실 수 있어. 내 생각엔 그것이 네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

남: 3  정말? 당장 도움을 받으러 가야겠어.

어휘

major in ~을 전공하다     figure v. (~이라고) 생각하다, 중요하다

accounting n. 회계     knack n. 재주, 요령     counseling n. 상담

behavioral a. 행동의, 행동에 관한     aptitude n. 적성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정답  3  

문제풀이 

자신의 전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학교 상담 센터의 

Marshall 선생님을 찾아가면 적성검사를 해주신다고 말하며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거기에 한 남자의 적절한 답은 3  ‘정말? 당장 도움을 받으러 

가야겠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네가 너의 꿈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해.

2  난 회계학을 전공해야 할 것 같아.

4  너는 전공을 곧 선택해야 해.

5  예술에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

총 어휘 수  133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인터넷으로 구매한 야구 카드

듣기 대본 해석

남:  Morty는 물건들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 카드는 그가 모으기 

가장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몇 주전, Morty는 인터넷에서 개봉하지 않은 

야구 카드 20팩을 20달러에 판다는 항목별 광고를 봤습니다. 그는 구매

하기로 하고 즉시 카드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지만 카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을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지만 카드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카드 판매자에게 전화하기로 합니다. 신호가 세 번 

가자 판매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orty가 카드 판매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Morty: 5  아직 카드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보내셨나요?

어휘

collect v. 수집하다     classified ad (신문의) 안내광고, 항목별 광고란     

transfer v. 보내다, 이체하다     dealer n. 판매자, 매인     impatient 
a. 짜증난, 어서 ~하고 싶어 하는

정답  5  

문제풀이

인터넷으로 야구 카드를 구매했는데 이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건 상황이다. 따라서 Morty가 할 말은 5  ‘아직 카드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보내셨나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환불금을 저한테 벌써 보내셨나요?

2   카드 한 세트 더 구매할 수 있을까요?

3   당신의 야구 카드 모음집은 얼마나 큰가요?

4   당신이 다른 카드 판매자들을 알고 있나 궁금합니다.

총 어휘 수  124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 이용되는 동물들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수업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오락을 

위해서 학 되고 이용되는지 서커스에서의 코끼리와 곰을 예로 들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사람들이 교통수단 외의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떻게 동물들을 이용하는지에 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쇼핑몰이나 거리를 걸을 때 첫 번째 동물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맹도견이며 맹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맹도견은 보통 

골든리트리버이며 주인이 길을 걷고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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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런 개들은 동반자가 되어 주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돌보는 일을 잘 하는 

동물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동물은 송로돼지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람들은 돼지를 이용해서 송로라고 불리는 맛있고 비싼 버섯을 

찾아냅니다. 돼지들은 땅 밑에 있는 음식을 찾는 것에 한 본능적인 

친화성이 있어서 이 임무에 완벽합니다. 

어휘

mistreat v. 학 하다     avoid v. 피하다, 막다     obstacle n. 장애물

companionship n. 우정     affinity n. 친 감, (~에 한) 기호 

정답  16 3    17 2     

문제풀이

16  남자는 이번 수업에서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떻게 동물을 

이용하는지에 해 이야기하자면서 맹도견과 송로돼지의 예를 들었으므로 

정답은 3  ‘동물들이 사람을 돕는 방법들’이다.

17  남자는 학  받는 동물로 코끼리와 곰을 언급했고,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의 

예로 맹도견과 송로돼지를 언급했지만 사슴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2  ‘사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학  받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방법 

2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 

4  오락에서 동물들의 역할 

5  도움을 위해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들

17

1  코끼리

3  곰

4  개

5  돼지

총 어휘 수  170

DICTATION ANSWERS

01 without letting me know

02   just around the corner 

03   as you thought it would be / joining the Drama Club / 
get involved / once you join the club / get the most out 
of your time

04   tastes a bit strange / good for dieting and indigestion / 
it hasn’t been properly fi ltered / drinking sparkling 
water 

05   one of the best on the market / plenty of room to play / 
take a look at the contract 

06   playing on the swing / must be your father / loved to 
come over and play / What a great jungle gym 

07   participate in the audition / as soon as possible / join a 
band / let you know

08  giving them to charity / What do you mean / tight 
jeans were in style / I have grown

09  during my commute / an adjustable band / use it on 
this item / pay for it in cash

10  computer game tournament / it’s taking place / He 
seems a bit young to enjoy / What should we pack for 
the event / I’ll have everything ready by

11   participate in these camps / all classes will be held / 
Applications should be submitted

12   consider the video resolution / the higher the resolution, 
the better / need infrared to see in the dark

13   What did you think of / get a snack / as good as / 
before you change your mind

14   I fi gured you’d major in / have a knack for / have you 
gone to / what you’re best at

15   came across a classifi ed ad / wait another week / He 
grew impatient

16-17  perform tasks other than transportation / helps 
blind people / avoid obstacles / search for delicious 
and expensive fungi / buried up to three feet 
underground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면접 일정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제가 지원서를 다 작성했는데요. 제가 해야 할 다른 것이 있나요?

남: 아니요, 됐어요. 가셔도 됩니다.

여: 알겠어요. 면접 일정을 잡기 위해 언제 저에게 전화하실 거예요?

남: 5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바빠서 다음 주에 당신에게 연락할 거예요.

어휘

fill out 작성하다     application n. 지원(서)

정답  5  

문제풀이

면접 일정을 위해서 언제 전화를 줄 건지를 물었으므로 적절한 응답은 5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바빠서 다음 주에 당신에게 전화할 거예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당신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해요.

2  당신은 우선 지원서를 작성해야 해요.

3  당연하죠. 면접관이 이제 당신을 만날 거에요.

4  우리는 당신을 위해 어제 약속을 잡았어요.

총 어휘 수  44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전시회 티켓

듣기 대본 해석

남: Rosa, 널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 뭔지 궁금하지?

여: 오, 그래 제발. 어서 말해줘.

남: 내가 Van Gogh 전시회 티켓 두 장을 예매했어!

여: 5  믿을 수 없어! 내가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어휘

exhibition n. 전시회

정답  5  

문제풀이

Rosa를 위해 Van Gogh의 전시회 티켓 두 장을 예매했다는 남자의 말에 

적절한 응답은 5  ‘믿을 수 없어! 내가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 말이 맞아. 너무 비싸.

2  선물이 뭔지 알고 싶어.

3  네 말이 맞아. 반 고흐는 최고의 예술가야.

4  티켓이 고작 10달러라고? 정말 싸다. 

총 어휘 수  43

03  담화 목적

소재  스포츠 음료 홍보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경기 중에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체력을 저하시킵니다). 경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다. Rad CraCra를 마시세요. Rad CraCra는 

당신이 경기를 계속하게 해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특수한 배합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렴하기도 합니다. Rad CraCra 

한 캔이 약 1달러 정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경기 내내 활기차게 뛸 수 

있습니다. 고품질 제품이지만 다른 스포츠 음료의 반값입니다. 더 비싼 

다른 제품들보다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Rad CraCra를 찾아주세요.

어휘

drain v. 빠지다, (체력이) 쇠진하다     competitive edge 경쟁 우위, 

경쟁력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스포츠 음료 Rad CraCra가 운동 경기 중 체력 저하를 막고, 몸에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  ‘스포츠 음료를 홍보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1

04  대화 주제

소재  시험으로 인한 긴장감 해소법

듣기 대본 해석

여: Joe,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남: 엄마, 영어 시험 때문에 긴장돼요.

여: 진정해! 일주일 내내 공부했으니까 분명 잘 할 거야.

남: 그냥 너무 걱정돼요. 어떤 것에도 집중을 못하겠어요.

여: 요가를 좀 해보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니?

남:  전화로 Molly랑 이야기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진정해요?

여: 진정해야 할 때 엄마는 보통 조깅을 해.

남: 도움이 될까요? 조깅을 하면 피곤해질 것 같아요.

여:  운동은 뇌에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머리를 맑게 해줘. 분명 네 기분도 

나아지게 할 거야.

남:  그래요? 그럼 호수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와야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어휘

concentrate v. 집중하다     release v. 분비하다, 방출하다     entire 
a. 전체의

정답  3  

문제풀이

시험 때문에 긴장된다는 아들에게 엄마는 요가를 하거나 친구와의 수다를 

제안하기도 하고, 조깅을 해서 기분을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이 화의 

주제는 3  ‘시험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총 어휘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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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14 1  15 5  16 1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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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헌혈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헌혈하러 오셨나요?

남: 네. 그런데 좀 긴장되네요. 헌혈은 처음이거든요. 

여: 잘 오셨어요. 처음에 하셔야 하는 것은 이 양식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남: 네. [잠시 후] 끝났어요. 다음에는 뭘 하죠?

여: 이제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찔러야 해요. 

남: 네. 그런데 전 바늘이 좀 무서워요. 

여: 약간만 아플 거에요. [잠시 후] 좋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나요?

남: 음, 며칠 전에 알레르기 약을 좀 먹었어요. 괜찮을까요?

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 앉으셔서 소매를 걷어 주세요. 

남: 모임에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리진 않겠죠?

여: 헌혈하는 데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헌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휘

donate v. 헌혈하다, 기부하다     prick v. 찌르다     blood type 혈액형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medication n. 약     donation n. 

기부, 기증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헌혈하러 처음 온 사람이고, 여자는 안내를 하며 헌혈을 도와주는 

상황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4  ‘간호사 — 헌혈자’로 생각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40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어릴 때 눈사람과 놀던 사진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내 어린 시절 사진 좀 봐요. 

여: 당신 그 때 정말 귀여웠네요. 야구 유니폼 입은 당신 좀 봐요. 

남:  네, 전 야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겨울에도 유니폼을 입었는걸요. 저게 내 

처음 글러브에요. 

여: 정말이요? 왼손에는 눈 뭉치를 들고 있네요.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였어요? 

남: 네. 어릴 땐 양손잡이였어요. 어떤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 당신이 만든 눈사람 맘에 드는데요. 당신의 모자를 준 것 같은데요. 

남: 맞아요. 내 Ravens 야구모자를 쓰고 있어요. 난 Lions 모자를 쓰고 있어요. 

여:  그럼 당신은 투수고 눈사람은 타자네요? 눈사람이 당신의 배트를 가지고 

있어요.

남: 네. 어릴 때 친구가 별로 없어서 겨울에는 스스로 만들곤 했어요.

여: 정말 사랑스럽네요, 여보.

어휘

childhood n. 어린 시절     ambidextrous a. 양손잡이의     

adorable a. 사랑스러운, 귀여운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의 왼손에 눈 뭉치를 들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서는 야구공을 

들고 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38

07  할 일

소재  인쇄물 출력

듣기 대본 해석

여: Bill, 수정 테이프 가지고 있나요?

남: 네. 수정 테이프가 왜 필요해요?

여: 오늘 제휴사 회의를 위한 인쇄물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고쳐야 해요.

남:  제 생각에는 당신이 컴퓨터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다시 프린트해야 할 

것 같아요. 제휴사 회의는 중요해요.

여: 알아요. 하지만 우리 프린트가 작동하지 않고 회의는 30분 내에 있어요.

남:  네, 알아요. 당신은 인력관리부서로 내려가서 거기 프린터를 사용해야 할 

거예요.

여: 그렇지만 저는 컬러 복사가 필요해요. 거기 프린터는 흑백만 돼요.

남: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것을 수리해줄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여: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길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 컬러 프린터가 

있을 것 같아요?

남: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거기 전화번호를 찾아볼 테니 당신이 전화를 걸어

볼 수 있어요.

여: 그거 좋네요, Bill. 도와줘서 고마워요.

남: 천만에요.

어휘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력관리부     repair v. 수리하다

look up 찾아보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가 인터넷 카페에 컬러 프린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카페 전화번호를 

찾아줄 테니 전화해보라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은 4  ‘인터넷 카페에 전화

하기’이다.

총 어휘 수  145

08  이유

소재  바쁜 학 생활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Sammie. 새 학교는 좀 어때?

여: 괜찮아. 시간표에 적응해 가고 있어.

남: 잘됐네. 아, Jeff 기억나? 주말에 같이 해변에 가기로 했어.

여: 좋네. 바르셀로나에서 학기 끝내고 돌아왔나 보네.

남:  맞아. 해변가로 가서 린 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 축하해 줄 거야. 

같이 가자.

여: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 과제가 엄청 많아.

남: 학교가 널 주말에도 바쁘게 하는 거야?

여:  가끔은. 이번 주말은 특히 더 바빠. 월요일까지 중요한 화학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화요일에는 영어 시험이 있어.

남: 학교 생활은 아주 힘든가 보다.

여: 맞아.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어.

어휘

beach n. 해변     chemistry n. 화학     stressful a. 스트레스가 많은, 

힘든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Jeff를 맞아주기 위해 주말에 해변에 같이 

가자고 여자에게 제안하였으나 여자는 주말에 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1  ‘과제를 해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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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숫자

소재  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축될 시간과 고속도로 이용 요금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내일 Grove Beach에 가는 것이 어때요?

남:  여기에서 너무 멀지 않나요? 구불구불한 길로 산을 넘어가는 데 약 40분이 

걸리잖아요.

여: 더 이상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달에 개통된 새 고속도로로 가면 돼요.

남:  정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불구불하고 위험한 산길로 운전해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여:  맞아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데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남: 와, 굉장한데요.

여: 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사용료를 내야 해요.

남: 얼만데요?

여:  음, 정부의 원래 계획은 5달러를 부과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부에게 요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남: 그래서 요금이 내렸나요?

여: 그래요. 정부는 결국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2달러 적게 부과하게 되었어요.

남: 오, 그렇군요.

어휘

curvy a. 굽은     fantastic a. 멋진     free a. 무료의     original a. 

원래의     civil organization 시민단체     request v. 요청하다

lower v. 낮추다

정답  4  

문제풀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는 데 약 40분이 걸렸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약 25분이 단축될 것이고, 고속도로 요금은 원래 

5달러였지만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정부가 2달러 적게 청구하기로 하여 3달러가 

되었으므로 정답은 4  ‘약 25분 — $3’이다. 

총 어휘 수  129

10  언급 유무

소재  캠핑 계획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랑 캠핑 갈래요?

여: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남:  재미있을 거예요. 호수가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불 피우는 법과 텐트 치는 

법을 알려줄게요.

여: 알았어요, 갈게요. 그런데 내가 지루해지지 않게 계속 참여시켜 줘야 해요.

남:  물론이죠, 여보. 우리가 가려는 곳은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당신이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도 있어요.

여: 거기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남: 차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 정말 기 가 되네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뭘 먹을까요?

남:  물고기를 잡아 먹고 물론 핫도그나 햄버거 같은 다른 음식들도 먹을 거예요.

여: 알았어요. 짐 싸는 데 도울 일이 있나요?

남: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휘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     scenery n. 경치     pack v. 짐을 싸다

company n. 친구

정답  5  

문제풀이

캠핑 가는 요일, 남자가 여자에게 알려줄 일, 캠핑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캠핑에서 

먹을 음식은 언급되었지만 짐 싸야 할 항목에 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5  ‘짐을 싸야 할 항목’이다.

총 어휘 수  166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Georgetown’s Musical Mondays 행사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강가에서 Georgetown’s Musical Mondays가 시작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행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2일 여섯 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명한 블루스 밴드인 Back Section Action이 Riverside 
Park에서 공연하러 올 예정이고요. 그 밴드의 리드보컬이 공연 후에 팬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 밴드는 6시에 무 에 오를 것이며 략 8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공연도 모든 연령 를 위한 

공연이므로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오세요. 모든 참석자는 

5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수익금 전액은 Georgetown 예술문화

협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kick off 시작하다     take place 일어나다, 개최되다     entire a. 전체의

proceeds n. 수익금

정답  4  

문제풀이

이 공연은 모든 연령 를 위한 공연이라고 언급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부터 입장할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27

12  도표

소재  자전거 강좌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우리가 Adam한테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

해야 할 것 같아요.

여: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여기 주변에서 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리가 항상 너무 북적이잖아요.

남:  그게, Freedom Park에서 하는 자전거 수업에 관한 이 전단지를 봤어요. 

이 강사들은 아이들이 처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치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여: 정말 좋네요.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자선생님을 고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자

선생님을 고용해야 할까요?

여:  제 생각엔 여자선생님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애는 학교에 여자선생님

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남: 좋아요. 이 수업은 듣지 못하겠네요. 월요일에는 야구 연습이 있어요.

여: 남은 두 수업 중에서 좀 더 경험이 많은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 나도 동의해요. 우리에게 맞는 강사를 찾은 것 같네요.

어휘

flyer n. (광고·안내용) 전단     instructor n. 강사

정답  1  

12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9



문제풀이 

아들에게 알맞은 자전거 강좌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은 여자선생님을 원하고, 

월요일은 야구 연습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며 경력이 더 많은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강좌는 1 번이다. 

총 어휘 수  141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교내 장기자랑 참가 결정

듣기 대본 해석

여:  그래서 Larry, 너 올해 장기자랑에 나갈 거야?

남: 확실하지 않아요.

여: 왜 확실하지 않아? 너 저글링 정말 잘하고 무척 열심히 연습해 왔잖아.

남: 내가 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웃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여:  넌 자신감을 갖고 너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 Larry.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때 무  공포증을 갖는단다.

남: 도와주시려 해서 감사해요, 엄마.

여: 그래, 한번 해볼 거지?

남: 음... 아직 모르겠어요.

여: 시도해봐! 자신감을 보여줘! 두려워하는 것은 너답지 않아!

남:  작년에 무 에서의 큰 실수 후에, 저한테 자신감이 있는지 확신을 못하겠어요.

여: 안심해.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단다.

남: 그럼, 엄마는 제가 올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 2  물론이지. 너는 열심히 연습해 왔잖니.

어휘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talent show 장기자랑     

make a mistake 실수하다     stage fright 무  공포증          

give ~ a shot ~을 시도해 보다     confidence n. 자신감

disaster n. 완전한 실패, 재해     relax v. 휴식을 취하다, 안심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장기자랑에 나가기를 망설이는 아들에게 엄마가 용기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했던 실수 이후로 자신감을 잃은 아들이 이번에 나가면 잘할 수 있을지 

물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응답은 2  ‘물론이지. 너는 열심히 연습해 왔잖니.’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너는 전에 무  공포증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

3  네가 없었더라면 난 그걸 할 수 없었을 거야.

4  아니. 나는 너무 긴장돼서 공연을 할 수 없어.

5  그래,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

총 어휘 수  139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독일에 살다 온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Nicholas, 제가 일전에 시내에서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당신은 아주 매력적인 

여성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  아, 기억나요. Clarice Heisenberg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희 

가족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희의 모든 해외 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죠.

여:  제가 들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당신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챌 수 밖에 없었어요.

남:  네, Clarice는 독일에서 왔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녀는 

독일어로 말하는 게 더 쉽고, 저는 연습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 나는 당신이 독일어를 하는지 몰랐어요.

남: 네, 저는 사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십 년 동안 살았어요.

여: 정말이요? 몰랐어요. 왜 독일에서 살았죠?

남: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거기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여: 흥미롭네요. 언젠가 독일로 돌아갈 거예요?

남: 1  네.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돌아갈 거예요.

어휘

attractive a. 매력적인     handle v. 다루다, 관리하다     overseas 
a. 해외의 ad. 해외에서     account n. 계좌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어릴 때 독일에서 10년을 살았다고 말했고, 여자는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물었으므로 그에 적절한 남자의 답은 1  ‘네,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돌아갈 거예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사실은, 내가 어릴 때 미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에요. 

3  그래요. 해외에서 의사소통 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4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5  나는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어요.

총 어휘 수  143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기부자들에게 감사 표하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엄청난 토네이도가 최근에 근처 동네를 강타하자 Greg과 Henry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돈과 통조림 식품과 생수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기부해주어서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Greg과 Henry는 기부에 감사해 하는 피해자

들에게 이러한 물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Greg과 Henry는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Henry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reg은 이메일이 편리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손글씨 편지가 더 사적이고 진심 어리기 때문에 손글씨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reg은 Henry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Greg:  5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는 데에는 손글씨 감사 편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어휘

charity n. 자선     necessities n. 필수품     suffice v. 충분하다

convenient a. 편리한     personal a. 사적인, 개인적인     sincere a. 

진심 어린

정답  5  

문제풀이

Greg과 Henry는 함께 자선 행사를 했고, 기부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Greg은 이메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Henry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는 데는 손으로 쓴 편지가 좋다고 말하려 하므로 5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는 데에는 손글씨 감사 편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가 

정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이메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야.

2  그들이 무엇을 기부했는지는 상관 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3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 바구니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4  감사 편지를 쓰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총 어휘 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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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법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번 여름은 좀 더웠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사실, 전 지구가 지구 온난화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더위를 이기고 시원함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적절한 옷을 입으십시오. 밝은 색은 빛과 함께 열도 

반사하지만 어두운 색은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을 더 시원하게 해줍니다. 또한 여러분은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꺼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충전하고 있지 않을 때는 전화기 충전기의 선을 꽂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계가 있는 것들의 플러그를 뽑는 것이 현명

합니다. 전자레인지와 커피메이커가 열을 발생시키고 전기를 낭비하는 시계가  

딸린 전자제품의 좋은 예들입니다. 컴퓨터 또한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아래층으로 내려오세요. 지하가 집의 다른 곳보다 항상 더 시원합니다. 

보통 다른 층들보다 약 5-10도 더 시원합니다. 

어휘

reflect v. 비추다, 반사하다     absorb v. 흡수하다     generate v. 

발생시키다     charger n. 충전기     unplug v. 플러그를 뽑다

정답  16 1    17 1

문제풀이

16  남자는 지구 온난화로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1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지내는 것에 한 조언’이 된다.

17  남자는 처음에 전화기 충전기를 언급했고 다음에 전자레인지와 커피메이커, 

그리고 컴퓨터를 언급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  ‘냉장고’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2  비상 상황에 해야 하는 일

3  환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4  디지털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5  전기 콘센트 과부하의 위험성

총 어휘 수  162

DICTATION ANSWERS

01  fi lling out the application

02   I reserved two tickets to

03   keep a competitive edge / maintain a high level of 
energy / stay energized for the entire game / last longer

04   You seem stressed out / concentrate on / go for a jog / 
around the entire lake

05   Are you here to donate / Th e fi rst thing you need to do / 
took some medicine for my allergies

06   Were you left -handed  / which hand to use / Th at’s 
adorable

07   fi x the mistake / our printer isn’t working / someone 
comes to repair ours / look up their number

08  get used to my schedule / celebrate him coming home / 
keeping you busy / university life is stressful

09  It takes about forty minutes / those curvy, dangerous 
mountain roads / lower the fee / ended up charging

10  make sure to keep me involved / is very well known / 
the scenery on the way / I have it all under control

11   taking place / take the stage / an all-ages show / for all 
attendees

12   without training wheels / this fl yer for bicycle lessons / 
with more experience

13   are you going to take part in / A lot of people get stage 
fright / give it a shot / No one is perfect

14   I didn’t mean to / I wasn’t aware / go back to Germany

15   benefi t those who were aff ected / were very grateful for / 
sending emails would suffi  ce

16-17  beat the heat and stay cool / turn off  electronics 
that generate heat / it’s wise to unplug anything / 
generate heat and waste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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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저녁 식사

듣기 대본 해석

여: 영화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네. 저녁 먹자.

남: 좋아. 배고파 죽겠어. 뭐 먹고 싶어?

여: 일식이 먹고 싶어. 넌 어때?

남: 5  좋은 생각이야.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알고 있어.

어휘

starve v. 굶주리다     in the mood for ~할 기분이 나서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일식이 먹고 싶다고 말하며 남자의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적절한 답은 

5  ‘좋은 생각이야.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알고 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도. 중국 음식 엄청 좋아해.

2  좋은 생각이야. 팝콘 먹자.

3  난 액션보다 로맨스 영화가 좋아. 

4  글쎄, 영화 끝나고 저녁을 먹고 싶어.

총 어휘 수  38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신입사원의 사무실 위치 찾기

듣기 대본 해석

남: 그게, 저 여기서 막 일하기 시작해서 제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 마케팅 부장님인 Sarah씨에게 물어보세요.

남: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 그녀를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여: 1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제가 둘을 소개시켜 줄게요.

어휘

marketing manager 마케팅 책임자     <문제> fit n. 어울림, 조화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자신의 사무실 위치를 알기 위해 마케팅 부장을 만나야 하는데 그녀를 

만난 적조차 없으므로 이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제가 둘을 소개시켜 줄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당신은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야 해요. 

3  제 사무실은 이 건물의 6층에 있어요. 

4  여긴 당신의 사무실이 아니에요. 당신의 사무실은 저기예요.

5  새로운 팀 멤버가 아주 적합한 사람 같네요.  

총 어휘 수  45

03  담화 목적

소재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많은 종교,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저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여러 다른 이유들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다고 믿기 때문에 채식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적게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이 심장병, 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것이라고 믿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윤리적인 신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나 닭 같은 특정 동물들을 크게 만들기 위해 다른 화학약품을 

먹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동물을 죽이는 데에 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휘

Buddhism n. 불교     Hinduism n. 힌두교     vegetarian n. 

채식주의자     vegetarianism n. 채식주의     fiber n. 섬유질     

diabetes n. 당뇨병     ethical a. 윤리적인, 도덕상의     chemical n. 

화학약품

정답  3  

문제풀이

사람들이 왜 채식주의자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강의이다. 건강상의 이유, 

윤리적인 신념 등으로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3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8

04  의견

소재  TV 자막을 이용한 영어 실력 향상

듣기 대본 해석

여: 저게 블루레이 재생기인가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남: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막이 제공돼요.

여: 정말이요?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랐어요.

남: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지원이 되고 

인터넷으로 더 주문할 수도 있어요. 

여: 청각 장애가 없으신데 왜 이 기계를 갖고 계신가요?

남:  일년 동안 우리와 지내게 될 교환 학생이 있는데 이 재생기가 그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  아주 사려 깊으시네요, 그런데 그녀가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남:  이메일로 물어봤어요. 미국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화 속도가 

가끔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다네요. 

여: 그렇다면 이 기기가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남: 그러면 좋겠어요. 기기가 싸지는 않았거든요.

어휘

subtitle n. 자막     hearing disability 청각 장애

exchange student 교환 학생     thoughtful a. 사려 깊은

정답  2  

문제풀이

남자의 집에서 지낼 교환 학생이 말하길 그녀는 미국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

하지만 빠른 화 속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런 교환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에 TV 자막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남자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2  ‘TV 자막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4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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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801313 수능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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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장소 파악

소재  밴드 배틀 회

듣기 대본 해석

여: 와. 이곳은 정말 붐비는 구나. 엄청 시끄럽네!

남: 응. 오늘이 회 마지막 날이야. 최종 4개 밴드팀이 곧 공연할 거야.

여: 그렇구나. 난 이곳이 이렇게 붐비고 시끄러울 줄 몰랐어. 

남: Clara, 이건 로큰롤 회야. 당연히 시끄럽지.

여: 생각은 했었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건 정말 단해.

남:  그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지, 그렇지? 매년 열리는 밴드들의 배틀 회가 

지난 몇 년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여:  확실히 그랬지. 내 생각엔 모든 밴드들이 이 공연을 위해 최고의 노래들을 

아껴두고 있었던 같아. 그렇지?

남:  응. 우리 형이 말하길 그의 밴드는 최종 결승을 위해 가장 시끄럽고 강력한 

노래를 할 거라고 했어.

여: 정말 말 되네.

남: 난 그의 공연이 정말 기 가 돼.

여: 나도 그래.

어휘

competition n. 경쟁, 회     performance n. 공연, 연주회

정답  5  

문제풀이 

밴드 회가 시작되기 전 남자와 여자가 나누고 있는 화이므로 두 사람이 

화하고 있는 장소는 5  ‘밴드 회장’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34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고양이와 찍은 사진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Maro. 뭐 보고 있어? 

여: 내 고양이 Dubu랑 내 사진이야. 한번 봐. 

남: [잠시 후] 이 사진에서 너 정말 어려 보인다. 언제 찍은 거야? 

여: 분명 내가 Dubu를 받은 직후였을 거야. 나 안경을 썼었잖아. 

남:  너 안경 쓴 거 본 적 없는데. Dubu의 색깔이 맘에 든다. 멋있게 완전한 

회색이야.

여: 응.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해? 

남:  내 생각에는 좀 저렴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난 물방울 무늬는 정말 별로거든. 

목줄에 달려있는 건 하트 펜던트야?

여:  응. 귀여운 것 같아서 사줬지. 그는 또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 

남: 공이네, 맞지?

여:  응. 나는 그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항상 사주는데 여전히 저 공을 엄청 좋아해. 

남: 멋지다. 좋은 고양이 같아.

어휘

solid a.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완전한)     cheesy a. 싸구려의     

polka dot 물방울무늬

정답  5  

문제풀이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공이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38

07  부탁한 일

소재  집 안 청소 후 외식

듣기 대본 해석

여: 이제야 집 청소를 마쳤어요.

남: 네,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여: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남: 그래도 결국,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여:  맞아요. 오, 시간을 봐요. 우리가 저녁을 놓칠 뻔 했어요. 뭘 만들어야 할까요?

남:  아무것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가서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 청소했는데 부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요.

남: 그래요. 나도 쉬고 싶고 남은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여:  나가기 전에 개들한테 먹이 좀 줄래요? 저는 저녁 먹기 위해서 빨리 씻고 

싶어요.

남: 물론이죠.

여: 고마워요, 여보.

어휘

miss v. 놓치다     make a mess 어지럽히다     relax v. 휴식을 취하다

정답  4  

문제풀이

청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여자는 나가기 전에 개들한테 

먹이를 줄 것을 남자에게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4  ‘저녁 전에 개들한테 

먹이주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옷장 청소하기

2  저녁을 위한 음식 준비하기

3  식당에 미리 전화하기

5  집에 있는 모든 불 끄기

총 어휘 수  131

08  이유

소재  같이 오토바이 탈 시간 정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Marcus. 너 오토바이 수리 끝났니?

남:  응, 오늘 아침에 직장에 타고 왔어. 마치 새 것 같았어. 오늘 일 끝나고 같이 

타러 갈까?

여: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오후에 가자.

남: 토요일 오후? 오늘 밤은 왜 안 돼?

여:  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에 그 중요한 출장을 가게 된 건지 너도 알잖아? 

난 오늘 퇴근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

남: 오. 그런데 난 내일은 타러 못 갈 것 같은데.

여: 왜? 주말에 무슨 계획 있니?

남: 응. 내일 아침에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어.

여: 뭐 할 건데?

남: 그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내 도움이 필요해.

여:  힘들겠구나. 어쨌든, 여동생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 곧 같이 오토바이 

탈 시간을 맞춰보자.

남: 좋아.

어휘

brand new 완전 새 것인     exhausting a. 힘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정답  5  

1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3



문제풀이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가 내일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자 남자는 여동생의 

이사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여동생 이사를 도와줘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44

09  숫자

소재  공항에 마중 가기

듣기 대본 해석

남:  Marcia가 떠난 지 벌써 일 년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여: 알아요. 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남: 그녀가 탄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언제 도착하죠? 

여: 오후 6시요.

남: 좋아요. 그럼 5시쯤 여기서 출발하면 시간에 맞게 거기에 도착할 거예요.

여:  네, 근데 요즘 도로 공사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요. 더 일찍 출발해야 될 

거예요.

남: 좋아요. 30분 일찍은 어때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식료품점에 가서 오늘 저녁거리를 사올게요.

남: 출발할 수 있게 시간 맞춰 올 거죠?

여: 물론이죠. 그때 봐요.

남: 아주 좋아요. 절  늦지 마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여: 알아요. 늦지 않을게요.

어휘

flight n. 항공기, 항공편     road work 도로 공사

정답  4  

문제풀이

원래는 5시쯤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도로 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므로 30분 더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답은 4  ‘4시 30분’이다.

총 어휘 수  130

10  언급 유무

소재  중고 판매점

듣기 대본 해석

여: Jason, 다음 달 회를 위한 컴퓨터 게임 샀어?

남: 응, Big Panda’s 중고 판매점에서 샀어. 새 것 같은데 15달러밖에 안 줬어.

여: 정말? 새 것 가격의 반이네. 그 가게는 얼마나 멀어?

남: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그 옛날 고등학교 근처에 있어.

여: 그럼 꽤 가깝네.

남:  응. 중고 책, 게임, 그리고 영화로 가득 차 있는 이층짜리 빌딩에 있어.

여: 우와! 꽤 크구나. 나도 거기 가서 게임을 좀 봐야겠다. 언제 문 닫아?

남: 밤 열 시에 닫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하게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게 나을 거야.

여: 좋은 생각이야.

남: 아! 그리고 학생증 보여주면 10퍼센트 할인해 줘.

여: 좋다! 도와줘서 고마워.

어휘

resale n. 재판매, 중고 판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에게 중고 판매점에 해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의 위치, 

규모, 문 닫는 시간, 할인 혜택은 언급되었지만 택배 서비스에 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택배 서비스’이다.

총 어휘 수  14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멜론 나무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아침 저는 멜론 나무에 해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남아메리카의 

남쪽 지역이 원산지이고, 그것의 오렌지색 꽃은 봄에 2주 동안 매일 밤 

자정에 볼 수 있습니다. 멜론 나무는 그 지역에 사는 야생 꿀벌에 의해 

수분됩니다. 수분될 때, 꽃들은 밤에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멜론 나무가 

만드는 열매는 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종의 멜론입니다. 

그 맛은 수박이나 칸탈루프와 비슷하며 매우 달콤하고 즙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먹지는 못하는데 그 멜론 나무를 수분하는 벌들이 독성이 

있고 식물에 그들 독의 강한 자취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먹을 수 

없지만 씨는 햇볕으로 인한 심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 좋은 

연고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어휘

pollinate v. 수분하다     inhabit v. 살다, 거주하다     glow v. 빛나다

poisonous a. 독성이 있는     trace n. 자취, 흔적     process v. 가공

(처리)하다     ointment n. 연고     severe a. 극심한, 심각한

정답  4  

문제풀이

멜론 나무의 열매는 달고 즙이 많지만 수분하는 벌들이 독성이 있고 식물에 그들 

독의 강한 자취를 남기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열매는 달고 즙이 많아 사람이 먹을 수 있다.’이다.

총 어휘 수  131

12  도표

소재  태블릿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새로운 태블릿을 살 때가 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너

무 오래됐고 느려.

여: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원하는 걸 찾았어?

남: 응.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봤어. 한번 봐봐.

여: [잠시 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제일 싸기도 하고.

남:  응, 그게 싸. 그런데 별로 크지가 않아.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작아.

여:  정말? 그럼 이게 화면이 제일 크네.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브랜드 것이기도 

하고.

남:  그걸 살까도 생각 했었어. 근데 태블릿에 250달러 이상을 쓰는 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 좀 더 저렴한 걸 찾아보자.

여:  그래.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네. 이게 더 비싼데 보증 

기간이 더 길어.

남:  그래, 보증 기간이 더 긴 게 중요한 것 같아. 고장 나면 비교적 쉽게 교체

할 수 있잖아.

여: 좋아. 그럼 이걸로 하자.

어휘

tablet n. 태블릿     justify v. 정당화하다, 합리화하다     warranty n. 

보증 기간, 품질 보증서

정답  2  

문제풀이 

가장 저렴한 1 번은 너무 작다고 했고, 250달러 이상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으므로 2 번과 3 번이 남는다. 그 중에 비싸지만 보증 기간이 긴 것으로 

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60

64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생체공학적 다리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Lana. 너 휠체어 어디 있어? 

여: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어.

남: 그럼 이제 목발을 사용하는구나? 

여: 아니. 난 목발도 필요 없어. 

남: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려고 해? 도움 없이 걷는 게 힘들잖아. 

여: 이제는 휠체어나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어.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남: 뭐? 말도 안돼! 평생 걸을 수 없었잖아!

여: 나 C-Braces를 맞췄어.

남: C-Braces가 뭐야? 

여:  그건 내 다리에 붙여서 내가 다른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특별하고 컴퓨터로 

조절되는 버팀 야. 새로운 기술이지. 

남: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네가 걸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 맞아. 이제 내 생체공학적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어.

남: 1  단하다. 기술이 참 놀랍지 않니?

어휘

crutch n. 목발     brace n. 버팀      bionic a. 생체 공학적인

정답  1  

문제풀이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여자가 갑자기 혼자 걷게 되자 남자는 이유를 물었고 

여자는 C-Braces라는 생체공학적 다리를 맞췄다고 말해주고 있다. 남자의 

마지막 반응은 1  ‘ 단하다. 기술이 참 놀랍지 않니?’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너는 지금 당장 C-Braces를 맞춰야 해.

3  충고 고마워. 새로운 목발을 살게. 

4  맞아. 난 곧 걸을 수 있게 될 거야. 

5  너와 같은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들었어.

총 어휘 수  120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아들의 컴퓨터 게임 시간 제한

듣기 대본 해석

여: 뭐하고 있어요, George?

남: 컴퓨터에 새로운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여: 왜 다른 새로운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남:  음, Teddy가 이런 교육용 게임을 좋아하고 무료라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 그에게 이미 게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빠르게 배우는 나이예요.

여:  알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너무 많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는 게임에 중독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  그것에 해선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애를 체조랑 야구에도 등록

시켰잖아요.

여: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활동들은 고작 일주일에 두 번인걸요. 게임은 매일 

할 수 있잖아요.

남:  네, 당신의 요점을 알았어요. 아이가 컴퓨터에 쓰는 시간을 제한해야겠어요.

여: 1  당신이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휘

addicted a. 중독된     enroll v. 등록하다     gymnastics n. 체조

see (one’s) point ~의 요점을 알다

정답  1  

문제풀이 

아들이 컴퓨터하는 시간을 제한해야겠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1  ‘당신이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이 새 게임을 다운로드 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해요.

3  요즘은 아이들이 운동하는 게 너무 비싸요.

4  그가 경기하는 야구팀의 이름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5  당신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총 어휘 수  138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집에 두고 온 보고서

듣기 대본 해석

여:  Michael은 오늘 회사에 제출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는 

독감에 걸려서 지난번의 보고서를 며칠 정도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지연된 것에 해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번 것은 제 

시간에 제출하도록 의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서를 찾으려고 서류 가방을 열었고 거기에 그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당황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집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는 그가 문서들을 주방 

탁자 위에 놓고 갔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보고서를 잃어버리지 않아 

기뻐하지만 재빨리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Michael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Michael: 4  내 사무실로 문서들을 갖다 줄래요?

어휘

turn in 제출하다     flu n. 독감     delay n. 지연, 지체     briefcase n. 

서류 가방

정답  4  

문제풀이

Michael은 반드시 마감 전에 제출하려 했던 중요한 보고서를 집에 두고 왔음을 

아내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그는 당장 그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Michael이 아내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내 사무실로 

문서들을 갖다 줄래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지난주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2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문서들이 주방 탁자 위에 있어요.

5  보고서 쓰는 것을 좀 도와줄래요?

총 어휘 수  131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코 호흡의 중요성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적절한 호흡법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코를 통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호흡이 더 일반적이지만 코를 사용하면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건강해집니다. 코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중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불순물에 해 여과기로 작용합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은 공기를 전혀 정화시키지 못해서 먼지와 때가 걸러질 

13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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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감기나 다른 공기로 전염되는 병을 더 쉽게 

걸리게 만듭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찬 공기가 폐로 들어오도록 해서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코를 통해 숨을 쉬면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공기를 여과하고 따뜻하게 

유지함으로써 코의 통로는 폐에 들어오기 적합한 공기만 들어오게 합니다. 

이는 공기에 의존하는 모든 섬세한 기관들이 가장 잘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휘

breathing n. 호흡     benefit n. 이점, 혜택  v. 혜택을 주다     overall 
a. 전반적인     impurity n. 불순물     airborne a. 공기로 운반되는     

lung n. 폐     respiratory a. 호흡의, 호흡성의     organ n. 장기(기관)     

inflamed a. 염증이 생긴     vitalize v. 활력을 불어넣다     nasal a. 

코의     passage n. 통로     fit a. 적합한     delicate a. 섬세한

<문제> delicacy n. 섬세함, 여림

정답  16 3    17 1     

문제풀이

16  여자는 입으로 하는 호흡과 코로 하는 호흡을 비교하면서 코로 하는 호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  ‘코로 하는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

하려고’이다.

17  Mouth breathing의 단점으로 폐에 불순물 유입, 질병 감염에 한 취약성, 

폐에 찬 공기 유입, 호흡기 염증 유발 등이 언급되었으나 불면증 유발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  ‘불면증 유발’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입으로 호흡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2  호흡기관의 섬세함을 강조하려고

4  여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의 이점을 설명하려고

5  호흡의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하려고

총 어휘 수  168

DICTATION ANSWERS

01 I’m starving

02   where my offi  ce is / You should probably ask

03   believe it to be good for their health / lower their 
chance of getting / people who are against the killing 
of animals

04   it doesn’t work with / hearing disability / having an 
exchange student

05   jam-packed / has really taken off  / perform their loudest, 
heaviest songs 

06   When was it taken / he’s wearing on his collar / he still 
loves that ball

07   It doesn’t help that / almost missed dinner / make a 
mess / feed the dogs

08  It rides like it’s brand new / I need to get everything 
prepared / Sounds exhausting

09  get there on time / Will you be back in time / I won’t 
be late

10  half the price you would pay for / two-story building / 
give you an extra ten percent off 

11   It’s native to / Th ey’re pollinated by / leave behind strong 
traces of / can be processed into powerful ointment

12   a list of all our options / I don’t think I can justify / it 
has a longer warranty 

13   you’re using crutches / You have trouble walking / get 
around on my bionic legs

14   I don’t see why not / he might get addicted / have him 
enrolled in / I’ll limit the amount of time

15   an important report to turn in / he was out with the fl u / 
opens his briefcase / he needs to turn it in very soon

16-17  Your nose acts as a fi lter / make you more likely 
to catch a cold / cause the respiratory organs to 
become infl amed / vitalizes your body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테니스 경기 보러 가기

듣기 대본 해석

남: Mia, 테니스 경기 갈 준비 됐어?

여: 거의. 수학 숙제 마지막 문제 몇 개만 풀면 돼.

남: 얼마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여: 5  15분 넘게 걸리진 않을 거야.

어휘

match n. 경기, 시합     <문제> turn in ~을 제출하다

정답  5  

문제풀이

테니스 경기에 가기 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얼마나 더 걸릴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5  ‘15분 넘게 걸리진 않을 거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경기 갈 준비 다 됐어.

2  신 영화 보러 가자.

3  우리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해.

4  너 숙제 제출하는 것 까먹었어.

총 어휘 수  43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감기 기운

듣기 대본 해석

여: 얘, Kevin, 여기 좀 춥네. 창문을 좀 닫자.

남: 오늘 몸이 그다지 좋지 않네.

여: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에 활기차게 보였는데.

남: 5  내 생각엔 반 친구한테서 감기가 옮은 것 같아.

어휘
<문제> rewarding a. 보람 있는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정답  5  

문제풀이

오늘 아침에는 활기차 보였는데 왜 몸이 안 좋은 거냐고 묻는 여자의 말에 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내 생각엔 반 친구한테서 감기가 옮은 

것 같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창문을 닫아줘서 고마워.

2  오늘 날씨가 훌륭해.

3  맞아. 난 자주 운동을 해왔거든.

4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총 어휘 수  39

03  담화 목적

소재  공원 내 스포츠 광장 건립 반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cott McGee이고, 저는 오늘 밤 Central 
Park에 스포츠 광장을 건립하려는 도시의 계획에 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Central Park는 모두에게 휴식과 재미를 주는 공간이라는 것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봄, 여름에 소풍을 가고 

일년 내내 운동과 건강관리를 위해 그곳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

약 도시의 스포츠 광장 건립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다른 이벤트를 보러 광장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심한 교통 체증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 모두가 저의 의견에 동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휘

construct v. 건설하다     relaxation n. 휴식     wellness n. 건강, 

건강관리     opinion n. 의견, 견해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의 공간인 Central Park에 스포츠 광장이 건립되면 

어떻게 될지 설명하면서 도시의 스포츠 광장 건립 계획을 반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공원 내 스포츠 광장 건립 계획에 반 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5

04  대화 주제

소재  바나나 껍질의 다양한 용도

듣기 대본 해석

여: Cody, 그거 버리지마.

남: 왜? 그냥 바나나 껍질이잖아.

여: 바나나 껍질은 쓸모가 아주 많아.

남: 응, 화단에 주려고 네가 껍질로 퇴비 만드는 걸 봤어.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여:  음, 응. 그렇긴 한데 그것 외에도 바나나 껍질은 여러 가지로 쓰여. 예를 들어 

벌레가 문 곳이나 가려운 발진에 그걸 바르면 좋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남:  신기하다. 그래서 혹시 벌레한테 물릴 때에 비해서 오래된 바나나 껍질을 

모으겠다는 거야?

여: 그건 아냐. 사실 그 껍질로 내 가죽 신발 광내려고 했어.

남: 내 신발 광낼 때도 하나 써봐야지. 또 어디에 쓰여?

여: 창문 밖에다 놓으면 새들과 나비들이 모여들 거야.

남: 좋네. 왜 나보고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어휘

peel n. 껍질  v. 껍질을 벗기다     compost n. 퇴비     relieve v. 없애다, 

덜어주다     rash n. 발진     polish v. 광을 내다     attract v. 끌어들이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는 바나나 껍질을 버리려는 남자에게 벌레 물림과 발진 완화, 신발 광 내기 

등 다양한 쓸모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바나나 껍질의 다양한 

용도’이다.

총 어휘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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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영화감독의 학교방문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저는 Ryan James입니다. 저는 막 당신의 이메일을 받았고, 

당신의 초 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  정말이에요? 잘 됐네요.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졸업식에서 연설하기를 무척 기 하고 있습니다.

여:  당신의 영화가 여기 Henderson County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이 되었어요.

남: 오, 당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다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여:  저희 학생들 몇 명이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졸업식 전에 

팬미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남:  되고 말고요. 저는 저의 팬들을 존경하고 그들, 특히 어린 팬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 학생들이 당신을 직접 만나게 돼서 무척 신나할 거예요.

어휘

appreciate v. 감사하다     look forward to ~을 기 하다

inspiration n. 영감, 영감을 주는 것     ecstatic a. 황홀해하는, 열광하는 
in person 직접, 몸소     meet-and-greet n. 팬미팅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가 있는 학교에 와서 졸업식 때 연설을 해주기로 했고 여자는 그의 

영화에 학생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3  ‘영화감독 — 

교사’로 유추할 수 있다.

총 어휘 수  132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기숙사 방 

듣기 대본 해석

남:  네가 기숙사 방 꾸민 것 맘에 들어, Clara. 

여: 고마워. 책상하고 침  옮기느라 꽤 힘들었어. 

남: 침  위에 있는 건 봉제 인형이지? 

여: 응.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이름은 Geoffrey인데 기린이야. 

남: 멋지다. 오, 좋은 지도인데. 핀을 꽂아둔 곳은 모두 네가 가 본 곳이니?

여:  맞아. 난 그 옆에다 내 스케줄을 쓰기 위해 화이트보드를 놓았어. 너도 알지만 

내가 건망증이 심하잖아. 

남: 저 전등도 맘에 든다. 방을 잘 밝혀 주는구나. 

여: 저건 할머니에게 받은 또 다른 선물이야. 

남: 책상 위에 노트북 컴퓨터 좋은 거구나. 집에서 가져 온 거야?

여: 응. 아빠가 떠나는 선물로 나에게 주셨어. 

남: 네 방은 내 방보다 훨씬 아늑해 보인다. 맘에 들어. 

여: 오? 이제는 네 방이 궁금한걸.

어휘

dorm n. 기숙사     forgetful a. 잘 잊어 먹는, 건망증이 있는

light up 밝히다

정답  5  

문제풀이 

책상 위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다고 했는데 책이 있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46

07  부탁한 일

소재  새집 만들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저는 이 길이 항상 좋았어요, 아빠.

남: 그렇다니 아빠도 기쁘구나. 아빠도 아주 좋아한단다.

여: 저는 예쁜 새들을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남: 그래, 새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구나.

여: 아빠, 새들은 어디서 자나요?

남:  새들은 나무에서 살지. 새들은 나뭇가지 저 위에 새집을 짓는데 둥지라고 

부른단다.

여: 새들은 서로 둥지를 공유하나요?

남: 나도 그건 확실히 모르겠구나, 얘야. 그렇지만 집이 없는 새들도 있을 거야.

여: 정말이요? 그건 슬프네요. 우리가 새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남: 집이 없는 새들 때문에 네가 슬프다면, 물론 할 수 있지.

여: 정말 그래요, 아빠. 모든 새들이 멋진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해요.

남: 그래.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새집들을 만들어서 정원에 걸자꾸나.

여: 좋아요! 고마워요, 아빠.

어휘

trail n. 오솔길     homeless a. 집이 없는

정답  2  

문제풀이

아빠가 집이 없는 새들도 있을 거라고 하자 딸은 집이 없는 새들 때문에 슬프다며 

새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 주자고 한다. 따라서 딸이 아빠한테 부탁한 일은 

2  ‘새집 만들어 주기’이다.

총 어휘 수  133

08  이유

소재  콘서트에 못 가게 된 이유

듣기 대본 해석

여: Jim, 오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니? 

남:  내가 Eric Benet 콘서트 기다려 왔다는 것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잖아. 

여: 물론이지. 너 아주 신나 있었잖아. 무슨 문제 있어?

남: 내가 콘서트에 갈 수 없게 되었거든. 

여: 왜? 그거 취소됐어?

남: 아니. 회의 때문에 상하이에 가야만 해.

여: 사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남:  응, 그랬지. 그렇지만 사장님이 지난 주 일요일에 테니스를 치다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갈 수 없게 됐어. 

여: 안타깝구나. 그럼 그 티켓은 어떻게 할 거니? 

남: 이미 내 남동생한테 줬어. 

여: 작년에 결혼한 그 남동생 말하는 거지? 

남: 맞아. 티켓 받고 좋아하더라.

여: 그에게는 잘된 일이네. 언젠가 Eric Benet을 볼 기회가 있을 거야, Jim.

어휘

turn out ~인 것으로 드러나다     cancel v. 취소하다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attend v. 참석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원래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상사의 팔이 부러져서 상사를 신해서 

상하이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콘서트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4  ‘상사 신 출장을 가야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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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숫자

소재  등산 용품 구매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등산화를 찾고 있어요. 저 가죽 등산화 좀 봐도 될까요?

남: 사실 그것들은 남성용 등산화예요.

여: 알아요. 십 인 제 아들 것을 사려고요. 얼마예요?

남:  원래 100달러였지만 이번에 20퍼센트 할인을 하게 됐어요. 저번 시즌에 

굉장히 유행했죠. 그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9 사이즈로 한 켤레 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둘이 

쓸 등산 스틱도 필요해요.

남: 네.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 보라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 살게요. 얼마예요?

남: 한 개당 20달러입니다.

여: 등산 스틱에도 20퍼센트 할인이 적용되나요?

남: 죄송하지만 할인은 등산화에만 적용됩니다.

여: 알겠어요. 여기 카드요.

어휘

apiece ad. 각각, 하나에     apply to ~에 적용되다

정답  3  

문제풀이

20퍼센트 할인 중인 100달러짜리 등산화 한 켤레와 정가로 판매 중인 

20달러짜리 등산 스틱 2개이므로 80달러+40달러=120달러가 되어 정답은 

3  ‘$120’이다.

총 어휘 수  146

10  언급 유무

소재  여드름 관리 

듣기 대본 해석

남: 오, 안돼! 내 얼굴에 뾰루지가 너무 많아요.

여:  작은 여드름이 났구나. 사춘기를 지날 때는 그게 조금 나는 것이 정상이란다. 

네가 십 를 벗어날 때가 되면 그건 거의 완전히 없어질 거야.

남: 네, 그걸 전부 이해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여드름들을 보는게 정말 싫어요.

여: 그게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남: 제가 그것에 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여드름을 자극하지 말도록 해봐. 

남: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 네가 여드름을 봤을 때, 그것을 짜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해.

남: 정말이요? 그렇지만 저는 여드름을 즉시 없애고 싶어요.

여:  그래, 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들을 터트리는 건 더 악화시킬 

뿐이야.

남: 어떤 음식이 여드름을 유발시킬까요?

여:  만약에 네가 여드름이 잘 난다면, 너는 기름기 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한단다.

어휘

pimple n. 여드름, 뾰루지     acne n. 여드름     puberty n. 사춘기

irritate v. (피부 등을) 자극하다     resist v. 견디다, 저항하다     

squeeze v. 짜다     prone a. ~하기 쉬운     greasy a. 기름진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사춘기 남자에게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것, 여드름을 

자극하지 말 것, 여드름을 짜지 말 것, 기름진 음식을 피할 것을 조언으로 언급

하였으나 3  ‘여드름에 연고 바르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총 어휘 수  140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메이플 시럽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메이플 시럽이라고 부르는 아주 달콤한 간식에 

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유럽 식민지화되기 전에 북미의 원주민들은 

메이플(단풍) 나무에 구멍을 뚫어 흘러 나오는 액체를 모아 그 시럽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메이플 시럽이 많은 요리에 쓰일 수 있는 자연 감미료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퀘벡 주가 세계 최 의 메이플 시럽 생산지

입니다. 그곳은 전체 메이플 시럽의 3/4을 생산합니다. 사탕 수수나 옥수수 

시럽과 같은 다른 감미료들에 비해 메이플 시럽은 중요한 비타민과 영양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매일 메이플 시럽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휘

sweet treat 사탕, 과자 등의 단 음식     colonization n. 식민지화

native a. 토박이의     tap v. 가볍게 두드리다, (나무에 자국을 내고) 수액을 

받다     sap n. 수액     seep v. 스미다     sweetener n. 감미료

province n. 주, 지방     superior a. 우수한     source n. 원천, 근원

consume v. 소모하다, 섭취하다     moderate a. 보통의, 적당한     

immune system 면역 체계

정답  2  

문제풀이

원주민들은 메이플 시럽이 여러 요리에 쓰일 수 있는 자연 감미료임을 발견했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주로 상처 치료에 널리 사용되었다.’이다.

총 어휘 수  130

12  도표

소재  전자레인지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뭐 찾는 것 있으세요?

남: 네. 새 전자레인지 사려고요. 추천하는 것 있으세요?

여: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남: 가격이 $100도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별로일 것 같네요.

여: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때요? 저번 주에 새로 들어온 모델이에요.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남:  겉모습은 괜찮은데 싼 제품의 전력량과 같아요. 좀 더 센 모델을 찾고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가고, 거의 신상품이에요. 이것도 지난 

주에 들어왔어요.

남: 이 모델의 장단점은 뭐예요?

여:  그건 회전을 하는데요, 근데 좀 작아요. 내부 크기가 0.9 세제곱 피트밖에 

안돼요.

남: 우리는 좀 큰 요리들도 데워먹어서 더 큰 게 아마도 더 좋을 것 같네요.

여: 알겠습니다. 이건요?

남:  좋네요. 회전도 하고 내부 크기도 더 커 보여요. 오, 판넬 스티커에 1.2 

세제곱 피트라고 써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여: 네. 카트에 싣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앞쪽 계산 로 가져가세요. 

어휘

microwave n. 전자레인지     recommend v. 추천하다     visually 
ad. 시각적으로     appealing a. 매력적인     pros and cons 장단점

rotate v. 회전하다     interior n. 내부   

정답  5  

문제풀이 

100달러가 안 되는 것은 별로일 것 같다고 했고, 전력이 센 것을 찾았으므로 

3 ~ 5 번이 남는데 이 중 회전을 하고 내부가 1.2 세제곱 피트인 것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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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

듣기 대본 해석

여:  Issac, 우리 프랑스어 선생님 어때?

남: 내 생각엔 괜찮은데 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여: 어학 실습은 많이 하지만 기초 문법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남: 그게 맘에 들지 않아?

여:  나는 문법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좋지가 않아. 

남: 너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최근 연구가 있어?

여: 그렇진 않아.

남: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여:  나는 만약에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사용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웃기게 

들릴 거라고 생각해.

남: 나는 언어 교육의 많은 최근 이론들에 근거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 정말? 그 이론들에서 뭐라고 주장하는데?

남: 3  그들은 정확성보다 유창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어휘

on the basis of ~에 근거하여     <문제> theory n. 이론     fluency 
n. 유창성     accuracy n. 정확도     emphasize v. 강조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문법을 중시하는 여자의 의견에 해 최근 언어 교육 이론을 근거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여자는 이론의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그들은 정확성보다 유창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프랑스어가 영어보다 더 어려워.

2  우리는 이론에 의존해야 할 것 같아.

4  그 이론들은 올바른 문법의 사용을 강조해.

5  그들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지적해.

총 어휘 수  115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친구를 위한 생일파티에 한 상의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Stacy, 이번 주말에 뭐해?

여: 아직 확실하지 않아. 왜 물어 보는 거야?

남:  Bruno를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려고 해. 그는 30살이 되잖아. 네가 

온다면 그가 좋아할 거라 생각해.

여: 좋은 생각이야. 나는 그가 파티를 할지 궁금했었어. 난 가면 좋지.

남: 좋아. 음, 나는 모든 사람들이 5시에 나의 집에 왔으면 해.

여:  나에게 딱 좋네. 내가 파티 도와 줄까? 내가 간식거리 같은 것을 사갈 수 

있어. 

남: 내 생각에는 간식은 많을 것 같아. 너는 몸만 와.

여: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Bruno는 좋은 친구잖아. 그가 우리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

남: 음, 그러면, 네가 파티를 위해 할 일이 있지.

여: 그게 뭔데?

남:  Susie가 직장에서 우리 모두의 사진을 가지고 콜라주를 만들 거야. 그녀가 

사진 고르는 걸 네가 도와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여: 2  물론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

어휘

surprise birthday party 깜짝 생일 파티     bring yourself 몸만

(빈 손으로) 와     contribute v. 기여하다     collage n. 콜라주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생일 파티를 위해 무언가를 돕고 싶다고 하자 남자가 사진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으므로 가장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2  ‘물론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내가 반드시 그녀를 파티에 초 할게.

3  좋아. 점심 후에 사진을 몇 장 찍을게.

4  내가 콜라주를 만들었는데 진짜 멋져 보여.

5  좋았어. 내가 꼭 간식을 좀 가져올게.

총 어휘 수  174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퇴직 후 혼자 여행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Neil은 성공한 변호사이고 몇 년 동안 퇴직을 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퇴직했을 때, 그는 낚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새로운 일상에 꽤 지루해져 갔고 그가 좀 더 

흥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동남

아시아를 쭉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Neil이 그의 계획을 아내와 의논할 때, 

그녀는 그렇게 오랜 여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Neil은 그의 아내에게 그가 다시는 여행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혼자 갈 수 있도록 아내를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상황에서, Neil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Neil: 1  나는 항상 이런 긴 여행을 하는 것을 원해왔어요.

어휘

look forward to ~을 고 하다     retirement n. 퇴직 
handle v. 다루다, 감당하다     convince v. 납득시키다 

정답  1  

문제풀이

퇴직 후의 일상에 지루함을 느낀 Neil은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동참을 거절하자 혼자라도 가겠노라고 아내를 설득하려는 상황이므로 

Neil이 아내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나는 항상 이런 긴 여행을 하는 

것을 원해왔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이제 내가 퇴직했으니, 나는 내가 원하는 언제든 낚시를 갈 수 있어요.

3  나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흥미롭게 할 것을 찾길 바래요.

4  나는 우리가 함께 배낭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5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총 어휘 수  123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아침에 먹기 좋은 과일 추천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아침을 드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식사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다음 번에 급할 때는, 

문을 나서는 길에 과일을 집으세요. 과일은 당신이 몹시 필요로 하는 아침 

활력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단 한 종류의 

과일만 선택해야 한다면 사과를 고르십시오. 사과는 가장 건강한 과일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 속담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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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과는 비타민C로 가득 차 있고 섬유질이라 우리가 

체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사과는 심장병과, 폐암, 유방암, 

장암 그리고 간암을 예방합니다. 사과는 영양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먹기 쉽고 아주 짧은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다음 번에 당신이 충분한 아침을 먹기에 

너무 바쁘면, 사과를 집으세요.

어휘

in a hurry 바쁜, 서둘러     grab v. 붙잡다     boost n. 힘, 증가     

proverb n. 속담     packed with ~로 가득 찬     fibrous a. 섬유질의

weight n. 체중     strengthen v. 강화하다, 더 튼튼하게 하다     

prevent v. 예방하다, 막다     lung n. 폐, 허파     breast n. 가슴, 유방     

colon n. 결장     liver n. 간     cancer n. 암     preparation n. 준비

정답  16 5    17 2

문제풀이

16  남자는 바빠서 아침을 먹을 수 없다면 과일을 먹으라고 권한 후, 특히 사과의 

좋은 점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5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아침에 과일 먹는 것을 제안하려고’이다. 

17  남자는 사과의 건강상 이점으로 비타민C의 공급원이고, 체중 관리에 좋으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한다고 언급했지만 소화를 촉진시

킨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소화를 촉진시킨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제공하려고

2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의 위험에 해 경고하려고

3  하루 중 사과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 를 추천하려고

4  아침 식사를 즐길 새롭고 신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총 어휘 수  157

DICTATION ANSWERS

01  the last couple of questions / How much longer

02   not feeling so well / You were so full of energy

03   a place for relaxation and fun / use it for exercise and 
wellness / What we will have is a lot of car traffi  c / this 
will decrease our quality of life

04   many uses for banana peels / relieve bug bites / keep 
old banana peels around / didn’t want me to throw it 
out

05   accept your invitation / I actually look forward to 
speaking / Your movies have been an inspiration / 
have a meet-and-greet before the ceremony / meet you 
in person 

06   a stuff ed animal / all of the places you’ve been / It really 
lights up / as a going away gift  / looks a lot more 
homey

07   where do birds sleep / share their nests with each 
other / feel sad about the homeless birds / put them in 
our yard

08  looking so down / It turns out that / Was it canceled / 
your boss supposed to attend / You’ll have another 
chance to

09  take a look at / they just went on sale / apply to the 
hiking poles

10  when you’re going through puberty / try not to irritate 
it / the urge to squeeze it / you’re prone to acne

11   Before European colonization / three-quarters of the 
world’s supply / a superior source / consuming a 
moderate amount of maple syrup /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12   I doubt that one’s any good / its pros and cons

13   there’s too much language practice / learning a new 
language / grammatically correct sentences / I don’t 
think so

14   what are you up to / throwing a surprise birthday 
party / need me to help with the party / contribute in 
some way 

15   looking forward to retirement / He became quite 
bored with his new routine / she can’t handle traveling / 
Neil wants to convince his wife 

16-17  grab some fruit on the way out /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 are fi brous, so they can 
help you / strengthening your bones / grab an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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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선물 내용 알아 맞추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이 상자 안에 네게 줄 선물이 있어. 절  맞힐 수 없을걸!

남: 맞혀 볼게. 음... 옷 같은 거 맞지?

여: 맞아! 도 체 어떻게 알았어?

남: 3  내가 어떤 사이즈의 옷을 입는지 어제 네가 물었잖아.

어휘

how on earth 도 체 어떻게     <문제> eventually ad. 결국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절  맞히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남자가 맞혔고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있다. 이에 한 응답으로는 3  ‘내가 어떤 사이즈의 

옷을 입는지 어제 네가 물어봤잖아.’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 가게가 결국 문을 닫을 줄 알았어.

2  그 옷들은 품질이 좋다는 걸 알았어.

4  내가 그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두지 말았어야 했어.

5  너 그 날짜를 기억하려고 네 휴 폰에 입력해뒀잖아.

총 어휘 수  45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과학 보고서 도와주기

듣기 대본 해석

남: Helen, 학교 끝나고 내 과학 보고서 좀 도와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도서관에서 만나는 게 어때?

남: 좋아. 계산기를 가져가야 할까?

여: 5  내 생각엔 계산기를 쓰진 않을 것 같아. 그냥 교과서만 가져와.

어휘

calculator n. 계산기

정답  5  

문제풀이

계산기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한 답이 와야 하므로 적절한 답은 5  ‘내 

생각엔 계산기를 쓰진 않을 것 같아. 그냥 교과서만 가져와.’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고마워. 하지만 나 새 계산기를 샀어.

2  점심을 가져오지 않아도 돼. 무료야.

3  올 때 내 과학 보고서 가지고 와줘.

4  다른 데에서 만나자. 도서관이 지금 문을 닫았어.

총 어휘 수  41

03  담화 목적

소재  지하철 공사를 위한 기금 마련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하철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시 

주변에 있는 더 많은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지하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통부와 접촉을 하였지만, 현재 그들은 우리 시민들의 부분을 

수용할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기에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 달 동안 기금을 마련할 방법에 해 토론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여기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휘

efficient a. 효율적인     transportation n. 교통수단, 수송     citizen 
n. 시민     destination n. 목적지, 도착지     contact v. 연락하다

accommodate v. 공간을 제공하다, 수용하다     raise money 돈을 

마련하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지하철이 가장 안전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므로 도시에 필요하지만 교통부에서 기금이 부족하여 더 만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 달 동안 기금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하겠다고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4  ‘지하철 공사 기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알리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1

04  대화 주제

소재  국립 공원의 애완동물 입장 제한

듣기 대본 해석

남: 나 이번 주말에 Yosemite 국립 공원에 드라이브하러 갈 생각이야.

여: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아.

남: 공원 내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는 데 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있니?

여: 실제로 국립 공원은 애완동물에 해 꽤 엄격한 규정이 있어.

남:  그래? 하지만 애완동물은 가장 좋은 여행의 동반자인 걸. 왜 그렇게 규정이 

엄격하지?

여: 음. 애완동물은 국립 공원에 서식하는 더 작은 동물들을 해칠 수 있어.

남: 아, 네가 옳다고 생각되네. 나도 그런 것을 원하진 않아.

여:  너도 알다시피, 그 공원 규정은 너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

남: 어떻게 그렇지?

여:  사람들의 애완동물이 야생동물한테 공격받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어.

남:  오, 이런! 그러면, 이번 여행에 내 애완동물은 반드시 집에 두고 가야 되겠다. 

정보 고마워.

어휘

policy n. 정책, 방침     companion n. 동반자     inhabit v. 살다, 

서식하다

정답  2  

문제풀이

남자는 주말에 국립 공원에 드라이브를 갈 예정이고, 여자가 애완동물 입장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2  ‘국립 

공원에서 애완동물에 한 규정이 엄격한 이유’가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총 어휘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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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요리 경연 회

듣기 대본 해석

여:  오늘 저녁 당신의 요리를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맛들을 낼 수 

있으시군요.

남: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실험을 많이 해왔어요.

여:  이렇게 닭고기를 튀기는 것은 어디서 배웠나요? 이 기술을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  그게,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녀가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곤 

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여: 훌륭한 선생님 같군요. 주요리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영감이 있었나요?

남:  멕시코 남부에서 현지 맛을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 예술(요리)에 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지요.

여: 자신의 일에 완전히 전념하시는 것 같군요.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회 다음 라운드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 정말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unique a. 독특한, 특별한     combination n. 조합     inspiration n. 

영감     perspective n. 관점, 시각     dedicated a. 전념하는, 헌신하는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남자의 요리가 맛있었다며 남자의 요리에 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 남자에게 다음 라운드에 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5  ‘심사위원 — 회참가자’이다.

총 어휘 수  133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장애물을 들이받은 자동차 사고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Spencer. 오늘 아침 회의에 왜 그렇게 늦었어?

남: 나에게 힘든 하루였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 

여: 정말? 무슨 일이었는데?

남:  응,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집에서 정말 일찍 나갔는데 가는 길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여: 그렇구나. 그래서 도로를 막은 거야?

남:  맞아. 나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장애물을 들이받아서 내 차의 

창문이 깨졌어.

여: 끔찍하다. 

남:  그게 다가 아니야. 내 GPS가 우회경로를 찾아내지 못해서 일반 지도를 

사용해야 했어. 

여: 그런 지도는 난 몇 년 동안 보지 않았지.

남:  난 길을 잃어버려서 스마트폰을 가진 여자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했어. 

여: 처음 보는 사람의 친절함에 의지할 수 있다니 좋구나. 

남: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나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어휘

construction n. 공사, 건설     detour n. 우회길     count on 의지하다, 

기 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장애물을 들이받아서 창문이 깨졌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헤드라이트가 

깨졌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41

07  할 일

소재  어머니의 크리스마스 방문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나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여:  방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엄마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우리 집에 

오신 요!

남: 그거 좋은데요!

여:  네, 나도 좋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겨우 이틀 뒤인데 난 엄마의 방문에 

해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남: 여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 집도 준비를 해야 하고 엄마께 드릴 선물도 사지 못했어요.

남: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집에서 일할까요, 아님 선물 사러 갈까요?

여:  음, 내가 당신보다 엄마의 취향을 좀 더 잘 아니까 내가 선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  네,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집안을 조금 치울게요. 어머님은 언제 도착

하실까요?

여:  엄마의 비행기는 오후 7시에 도착하니까 내가 내일 일 끝나고 공항에 

모시러 갈게요.

남: 네. 좋은 생각이네요.

어휘

taste n. 기호, 취향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의미가 통하다

pick up ~을 (차에) 태우러 가다

정답  2  

문제풀이

어머니의 선물을 사는 일과 집안 일 중 여자는 자신이 어머니의 취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선물을 사겠다고 했고 남자는 집을 치우겠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  ‘집안 청소 하기’이다.

총 어휘 수  144

08  이유

소재  프레젠테이션 준비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Shepherd씨.

남: 안녕하세요, Paula. 오늘 저녁에 있을 회의 준비가 모두 되었나요?

여: 밤새 내내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 잘됐네요. 세탁소에서 제 정장을 찾았나요?

여: 네. 사무실 옷장에 있습니다.

남:  열심히 이 일을 해준 것에 해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봐야겠군요.

여: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수신함을 확인해보세요. 오, 그런데 회의가 1시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남: 뭐라고요? 그건 너무 이른데요. 회의 전에 먹을 시간이 없겠군요.

여: 걱정 마세요. 점심을 이미 주문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드실 수 있어요.

남: 오, 잘됐군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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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closet n. 옷장, 벽장     reschedule v. 일정을 변경하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회의 시간이 1시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자 남자가 너무 이르다며 회의 

전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겠다고 했고 여자는 미리 점심을 주문했으니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  ‘회의 시작 시간이 변경되어서’이다.

총 어휘 수  129

09  숫자

소재  숙박 요금 계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준비 되셨나요?

여: 네. 몇 분 늦어서 죄송해요.

남: 괜찮습니다.

여:  잘됐군요. 저번에 묵었던 곳은 5분 늦게 나왔다고 15달러를 연체료로 청구

했거든요.

남:  걱정 마세요. 몇 분 늦으신다고 저희한테 피해가 가진 않아요. 카드로 

내시겠어요?

여: 아니요. 여기 현금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금액이 세금 포함해서 120달러네요.

여: 네? 어제 왔을 때는 110달러라고 그러셨잖아요.

남:  그건 숙박료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젯밤에 영화를 주문하셨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 그렇군요. 주문한 영화가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네요. 여기 150달러요.

남: 네. [잠시 후] 여기 거스름돈이요.

어휘

check out (호텔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다, 확인하다

inconvenience n. 불편, 피해     change n. 거스름돈, 변화  v. 바꾸다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낼 숙박료는 120달러인데 150달러를 냈다고 했으므로 거스름돈의 

액수는 3  ‘$30’이다.

총 어휘 수  147

10  언급 유무

소재  조건에 맞는 아파트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아파트 안내 광고를 좀 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어느 아파트를 임 할지 

결정해야 해요.

남: 맞아요. Demarest랑 Willington 중 어느 지역이 더 좋아요? 

여: 사실 나는 Demarest가 더 좋지만 그 아파트들은 보통 훨씬 더 비싸요.

남: 그럼 Willington 지역을 봐요. 이 곳도 제법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  좋아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  임  비용은 한 달에 2,000달러 인 

것 같아요.

남:  맞는 말이에요. 집의 크기는요? 우리가 적어도 세 개의 침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방을 쓰고 싶어하니까요.

남: 좋아요, 그들은 또한 7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해요.

여: 동의해요. 아파트가 높을수록 경치가 더 좋아요.

남:  글쎄, 우리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아파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휘

classified ad (항목별) 광고     rent v. 임 하다  n.임 료     

requirement n. 필요조건, 요구

정답  3  

문제풀이

위치는 Demarest와 Willington 중 하나로, 가격은 2,000달러 이하로, 침실의 

개수는 3개로, 선호하는 층은 7층 이상으로 언급되었으나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정답은 3  ‘편의시설’이다.

총 어휘 수  154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Berry Delicious Day에 관한 안내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Dustin Swift이고, Blue Mystic Berry 
Farm을 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Berry Delicious Day에 

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딸기, 블루베리와 함께,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블랙베리, 라즈베리, 보이즌베리를 수확해볼 수 있는 Berry Delicious 
Day를 이번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계속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온 가족을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이 따게 될 베리는 노숙자 쉼터를 돕기 위해 판매될 

파이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반드시 옷을 알맞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소매가 긴 셔츠와 바지를 입으셔서 베리 덤불에 찔리지 않도록 하세요. 몇몇 

베리들은 애완동물에게 해롭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집에 두고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토요일에 여기 Blue Mystic Berry Farm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어휘

announce v. 알리다, 발표하다     harvest v. 수확하다

free of charge 무료로     benefit v. ~에게 유익하다, 이롭다

appropriately ad. 알맞게     bush n. 덤불     harmful a. 해로운

정답  4  

문제풀이

베리 덤불에 찔리지 않도록 긴 셔츠와 바지를 입으라고 당부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참가자는 활동을 위해 반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이다.

총 어휘 수  151

12  도표

소재  캠핑카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내가 이번 여름 우리 캠핑 여행을 위해서 레저용 자동차 여를 찾아 봤어. 

예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여: 맞아, 그래야지.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남: 음, 내가 다섯 가지 다른 옵션이 있는 회사를 찾았어.

여:  어디 보자. [잠시 후] 온 가족이 가는 거니까 최소한 네 명이 잘 수 있는 

차가 필요해.

남:  맞아. 근데 좀 더 큰 걸 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어도 다섯 명이 잘 수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 알겠어. 근데 물 연결 필요해?

남: 있으면 좋지. 그러면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

여: 알겠어. 스토브랑 냉장고는? 요리의 부분은 야외에서 하잖아.

남:  이 옵션은 포함시키자. 음식 저장해 두려고 아이스박스 챙기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야.

여: 알겠어. 그럼 이제 선택지가 이 두 개로 좁혀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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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굳이 돈을 더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더 싼 걸로 하자.

여: 좋아. 어서 예약해.

어휘

RV n. 레저용 자동차     reservation n. 예약     hookup n. 연결

hassle n. 번거로운 일, 귀찮은 일     cooler n. 아이스박스

정답  4  

문제풀이 

먼저 적어도 다섯 명이 잘 수 있는 차로 하자고 했으므로 2 ~ 5 번 중에 고르게 

되고 물 연결과 스토브, 냉장고도 포함시키면 4 번과 5 번이 남게 되는데 이 

중에 싼 걸로 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79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티켓 챙기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우리 늦겠어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남: 서두르려고 하는데 휴 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 아까 소파에서 본 것 같은데요. 

남: 아, 여기 있다. 좋아. 가기 전에 살펴야 할 게 있어요?

여: 오, 우리가 없는 동안 누가 물고기 먹이를 주죠?

남: 진정해요. Garcia 부인이 돌봐준댔어요.

여: 좋아요. 티켓을 꼭 가져가야 해요. 출력은 했죠?

남: 아니요. 하지만 휴 폰에 저장해 놨어요. 

여: 휴 폰에 저장했다고요? 이젠 프린트로 출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 없어요. 바로 여기 전자 티켓이 있어요. 가판 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여:  전자 티켓이라. 꽤 편리해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1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할게요.

어휘

kiosk n. 매점, 가판      convenient a. 편리한     in case (~할) 

경우에 비해서

정답  1  

문제풀이

만약에 사태에 비해서 출력을 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는 여자의 

말에 한 남자의 답으로 적절한 것은 1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할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내가 Garcia 부인에게 집 열쇠를 줬어요.

3  우리는 충분한 물고기 먹이가 있어야 해요.

4  알았어요. 그가 그것들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5  알겠어요. 나는 이미 휴 폰을 켰어요.

총 어휘 수  151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놓고 온 물건 가져다 줄 것 요청하기

듣기 대본 해석

[휴 폰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Charlie, 나 Riley야.

남: 안녕 Riley. 무슨 일이야?

여: 음, 지금 회의 때문에 EPL 본부로 가는 중이야.

남: 우리 새 경기장에 해서 발표할 준비 돼 있어?

여: 응, 근데...

남: 근데 뭐? 무슨 문제 있어?

여:  그게, 발표 자료들을 다 사무실 책상에 두고 온 것 같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남: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사무실이 

아니거든.

여:  근데 벌써 12시고 회의는 1시간 뒤에 시작해. 거기 다시 가서 자료들을 

가져오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가 없어.

남: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네. Kyle에게 전화해 봐. 아마 사무실에 있을 

거야.

여: 5  알았어. 그에게 전화해서 자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어휘

dilemma n. 진퇴양난, 궁지

정답  5  

문제풀이 

여자는 발표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사무실에 놓고 와서 난처한 상황이며 

남자도 현재 사무실에 있지 않아 가져다 줄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해 가장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5  ‘알았어. 그에게 

전화해서 자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그 경기장은 한 시까지 문을 열지 않아.

2  그래. 자료들을 최 한 빨리 가져다 줄게.

3  내가 발표를 취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4  나쁘진 않네. 언제까지 발표가 준비돼야 하니?

총 어휘 수  149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게임 결승전에서 우승하지 못한 친구 위로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Ryan과 Jason은 Counter Strike: GO라는 유명한 일인칭 슈팅 게임의 

결승전에서 방금 패배했습니다. Ryan은 시합 초반부에 큰 실수를 몇 번 

했으며, 이러한 실수들로 인해 그들은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Jason은 

경기 후에 Ryan이 밖에서 혼자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Ryan이 속상하고 자신한테 실망한 듯 보이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Jason은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결승전까지 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Ryan에게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의 노력 덕분에 결승전까지 올 수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Ryan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Jason이 Ry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Jason: 4  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승까지 가지 못했을 거야.

어휘

upset a. 속상한     disappointed a. 실망한, 낙담한     <문제> cancel 
v. 취소하다     

정답  4  

문제풀이

게임 결승전에서 실수를 해서 낙담해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상황이다. 또 Jason은 Ryan덕분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했으므로 Jason이 할 말로 적절한 것은 4  ‘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승까지 가지 못했을 거야.’이다. 

15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5



76  

오답 보기 해석

1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2  빨리 가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자.

3  챔피언전 이긴 걸 축하해.

5  그들이 챔피언전을 취소해서 좋지 않아?

총 어휘 수  131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책

듣기 대본 해석

남:  요즘 인간은 오염의 영향으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염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몇몇은 자연적이지만, 

그것들의 부분은 인간이 만들었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종종 쓰레기로 거리와 수로를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 뒤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재활용은 환경을 돕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소비자의 폐기물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개

인 자동차는 또한 공기 오염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타기 

또는 중교통수단 이용이 우리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전소 

또한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발전소로부터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기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돈을 절약하게 해 줄 것입니다.

어휘

man-made a. 인공의     preventable a. 예방 가능한 
pick up after ~의 뒤처리를 하다     landfill n. 쓰레기 매립지 
plant n. 공장     emission n. 배출가스     efficient a. 효율적인 
appliance n. 가전제품 

정답  16 5    17 3     

문제풀이

16  남자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5  ‘환경 오염에 한 

원인과 해결책’이다.

17  남자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 줍기, 재활용과 중교통

수단의 이용, 에너지 아껴 쓰기를 제시했으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3  ‘태양 

에너지 사용하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사람들이 오염에 기여하는 방법

2  공기 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것들

3  오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4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갖는 것의 이점

17

1  쓰레기 줍기

2  재활용 하기

4  중교통수단 사용하기

5  에너지 아껴 쓰기

총 어휘 수  156

DICTATION ANSWERS

01 How on earth 

02   How about we meet

03   the safest and most time-effi  cient method / 
accommodates most of our citizens / spending the 
next three months discussing

04   have rather strict rules / the best travel companions / 
to protect your pet / leave my pet at home

05   fry the chicken like that / the inspirations for the main 
dish / dedicated to your work / the next round of the 
competition

06   road construction on the way / paying attention / fi nd 
a detour / count on the kindness of strangers

07   Christmas is only two days away / bought her a gift  / 
that makes sense / pick her up at the airport

08  pick up my suit from the dry cleaners / hard work you 
put in here / has actually been rescheduled / ordered 
lunch

09  charged us a fi ft een-dollar late fee / charge it to your 
card / includes sales tax / you ordered a movie

10  before the end of the year / a good area to live in / Th e 
higher the apartment is / meets all of our requirements

11   It’s free of charge / dress appropriately / avoid getting 
pricked by / leave your pets at home

12   off ers fi ve diff erent options / take showers / narrows it 
down

13   Aren’t you ready yet / feed the fi sh / You printed them 
out / Th at sounds quite convenient

14   I’m on my way to / Is there any way you can / make it 
in time / quite a dilemma 

15   it was due to these mistakes / disappointed in himself / 
did his best / thanks to his hard work

16-17  suff er from the eff ects of pollution / cuts down 
on the amount of consumer waste / using public 
transportation / invest in energy-effi  cient appliances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영화표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Wrong Number 영화표 두 장 살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몇 시 영화로 하시겠어요?

남: 저녁 7시요. 어른 2명 앞 쪽이요.

여: 4  그 쇼는 발코니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어휘
<문제> available a. 이용할 수 있는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극장에서 원하는 좌석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에 한 여자의 응답으로 

4  ‘그 쇼는 발코니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네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예,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2  죄송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3  Wrong Number는 더 이상 상영되지 않습니다.

5  안 됩니다. 당신은 매니저와 이야기해야 해요.

총 어휘 수  36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머그잔 사용

듣기 대본 해석

여: 오, 너 커피 머그잔을 쓰고 있구나.

남: 응.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은 환경에 절 로 좋지 않아.

여: 전적으로 동의해. 나도 내 머그잔을 하나 사서 너와 함께 동참해야겠다.

남: 2  나에게 남는 머그잔들이 있어. 너한테 하나 줄 수 있어.

어휘

disposable a. 일회용의     <문제> prefer A to B A를 B보다 선호하다     

from now on 이제부터     

정답  2  

문제풀이

머그잔을 사서 머그잔 사용하기에 동참하겠다는 여자의 말에 적절한 남자의 

응답은 2  ‘나에게 남는 머그잔들이 있어. 너한테 하나 줄 수 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오늘 아침에 환경에 한 뉴스를 들었어. 

3  종이컵을 쓰는 것은 참 편리해. 

4  틀렸어. 난 차를 커피보다 더 좋아해.

5  이제부터 커피를 마시지 않겠어.

총 어휘 수  48

03  담화 목적

소재  교내 식당 시설 개선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하실 계획이시죠? 아마 여러분이 

  “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학교 식당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 해 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학교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저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내 식당은 우리 학교에 

좋지 않은 평판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런 

평판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빨리 식당을 보수해야 합니다.

어휘

facility n. 시설, 설비     complaint n. 불평     reputation n. 평판, 

명성     renovate v. 보수하다, 개조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교내 식당 시설에 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학교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으니 빨리 보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교내 식당의 시설 개선을 요청하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8

04  대화 주제

소재  휴 폰과 건강

듣기 대본 해석

남: 와, 내 휴 폰이 정말 뜨거워졌어.

여: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돼.

남: 휴 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해?

여:  음, 지나친 장시간 휴 폰 사용이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준 많은 

연구를 알고 있어.

남: 나도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어.

여: 전자파는 우리 몸에 위험해. 그리고 이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지.

남: 나도 알아, 하지만 일 때문에 나는 상당히 자주 휴 폰을 사용해야 하거든.

여:  그럼, 네가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이어폰을 

사용하면 휴 폰 자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잖아.

남: 맞아, 나도 이어폰을 좀 더 자주 착용하기 시작해야겠어.

여: 다른 안전 예방책도 있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어휘

harmful a. 해로운     excessive a. 지나친, 과도한     tumor n. 종양

avoid v. 피하다, 막다

정답  5  

문제풀이

뇌종양 유발 및 전자파에 한 노출 등 과도한 휴 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해 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정답은 5  ‘휴 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총 어휘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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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정 파악

소재  코치 교체 후 연패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Monica. 경기 어땠어?

여:  글쎄, 내가 너한테 이건 말할 수 있어. 당분간은 다른 경기를 보지 않을 

거라고.

남:  왜? 나는 네가 미식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너네 팀이 작년에 

정말 잘하지 않았어?

여:  응, 그들은 수퍼볼에서 우승했지. 그런데 그 후에 코치가 은퇴했어. 새 코치가 

왔고 팀이 전에 없이 형편없이 경기하고 있어! 

남: 너는 이번 새 코치의 팬이 아닌 것처럼 들리네.

여: 그 코치 때문에 팀이 경기를 못하는 것 같아.

남: 그가 그렇게 별로야?

여:  글쎄, 그 팀의 기록을 봐. 올해 우리는 원정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 

남: 진정해. 나는 그들이 이번 시즌에 경기가 차츰 좋아질 거라고 확신해.

여:  나는 그러길 바라지만 정말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지난주에도 그들보다 훨씬 

약한 팀에 졌거든.

남: 오늘 경기는 어땠는데?

여: 그들은 리그에서 최고의 팀과 경기했고 물론 졌지.

어휘

retire v. 은퇴하다     away game 원정 경기     league n. (스포츠 

경기의) 리그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좋아하는 미식축구팀이 코치가 교체된 후 계속 지고 있어서 여자는 

그것이 새 코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의 심정은 5  ‘스트레스를 

받는’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당황스러운

2  죄책감을 느끼는

3  행복한

4  느긋한

총 어휘 수  149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새 사무실 안내

듣기 대본 해석

여: 여기가 당신의 사무실이에요. Smith씨.

남:  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창 밖을 봐요. 산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그 방향을 마주보게 의자를 놓은 

이유예요.

남: 멋지네요. 그리고 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저의 새 노트북 같군요.

여:  물론이죠. 지난주에 그걸 샀어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노트북에 

다 들어 있을 거예요.

남: 그런데 저 시계는 제가 어떻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 무슨 뜻이죠?

남: 얼마나 큰지 보세요. 너무 주의를 산만하게 하네요.

여: 당신이 원한다면 시계를 없애셔도 돼요. 

남: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  당신이 커피를 즐겨 마시게 보였어요, Smith씨. 농담이에요. 저희 모든 

사무실마다 전기 커피포트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빌딩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남: 정말 감사합니다.

어휘

distracting a.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get rid of ~을 없애다

정답  2  

문제풀이 

화의 앞부분에서 창 밖 경치가 좋아서 의자를 그 방향으로 마주보게 놓았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반  방향으로 놓여 있으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41

07  부탁한 일

소재  아빠의 은퇴 파티 준비

듣기 대본 해석

남: Linda, 아빠 은퇴 기념파티 할 장소 정했니?

여:  두세 군데 생각해뒀어. 첫 번째는 새로 생긴 멕시칸 그릴이고 다른 한 곳은 

그리스 식당이야.

남:  음,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그리스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그리스 식당으로 

가는 게 어떨까?

여: 그게 좋겠다.

남: 아빠 선물도 벌써 샀니?

여: 아니, 안 샀어. 너는?

남:  나도 안 샀어. 내 생각에 우리가 선물을 같이 사야 할 것 같아. 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비타민을 사드릴 수 있을 거야.

여: 그거 훌륭한 선물이겠다.

남: 좋았어. 내가 내일 일하면서 살게. 카드는 네가 살 수 있어?

여: 물론이지. 좋은 데 알아.

남: 완벽하네. 그럼 내일 보자.

여: 그래. 그때 봐.

어휘

retirement n. 퇴직, 은퇴

정답  5  

문제풀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빠의 은퇴 기념파티를 준비하면서 식당을 정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화이다. 남자가 선물을 사겠다고 했고 여자에게 카드를 살 수 있는지 

물었으므로 정답은 5  ‘카드 사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예약하기

2  비타민 사기

3  선물 추천하기

4  저녁 준비하기

총 어휘 수  124

08  이유

소재  아빠에게 화가 난 엄마

듣기 대본 해석

여:  거실 청소해 주어서 고마워, Thomas.

남: 괜찮아요, 엄마.

여: 근데, 나의 USB 드라이브 봤니?

남: 못 본 것 같은데요. 왜요?

여: 음, 내 생각에는 탁자 위에 놓아둔 것 같은데 오늘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남: 아, 맞아요. 아빠가 가지고 가시는 걸 봤어요.

여: 응? 아빠가 사무실에 가지고 가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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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아빠가 함께 일하시는 분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꺼내는 데 그것이 필요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  정말? 설마 그럴 리가. 그가 내 USB 드라이브를 먼저 물어보지 않고 

가지고 갔다고?

남: 아빠가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  절 로 안 물었지. 아빠는 거기에 우리 가족 사진 몇 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건 나에게 매우 중요해.

남: 아마 아빠가 묻는 것을 잊으셨나 봐요.

여: 때때로 나는 너의 아빠가 이해가 안 돼.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셔.

남: 진정하세요, 엄마. 모두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어휘

coworker n. 동료      

정답  5  

문제풀이 

엄마는 아빠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족 사진이 들어 있는 중요한 USB를 

회사에 가져가서 화가 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  ‘자신의 USB 드라이브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이다.

총 어휘 수  140

09  숫자

소재  옷 구매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아들한테 줄 새 스웨터를 사려고 하는데요. 

남: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여: 15살이요. 보통 성인 중간사이즈로 입어요.

남:  좋습니다. 자,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소재가 있는데요. 면하고 울 중에서 어떤 

게 좋으세요? 

여: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남:  면 스웨터는 55달러이고 울은 20달러 더 비싸요. 면으로 된 것이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여: 좋네요. 그럼 면으로 된 걸로 할게요. 청바지도 사고 싶은데요. 

남:  네. 이 스키니 진이 스웨터하고 잘 어울려요. 정상가는 50달러지만 10퍼센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 스웨터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남: 죄송하지만 할인은 청바지에만 적용됩니다.

여: 괜찮습니다. 어쨌든 둘 다 주세요. 여기 카드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어휘

apply to ~에 적용되다 

정답  1  

문제풀이

여자는 아들 옷으로 55달러짜리 면 스웨터와 10퍼센트 세일 중인 50달러짜리 

스키니 진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55달러와 45달러를 합쳐 총 1  ‘$100’를 

지불해야 한다.

총 어휘 수  143

10  언급 유무

소재  소설에 관한 화

듣기 대본 해석

남: Amy, 벌써 다른 책을 읽고 있니?

여:  응. 지난번 책은 다 읽었고 오늘 아침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 The Prized 
Prince라는 책이야.

남: 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던 것 아니니?

여: 맞아. 200만 부가 넘게 팔렸지.

남: 정말 많이 팔렸구나! 그 책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여:  무엇보다도 Steve Queen에 의해 쓰여졌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는 정말 

유명해.

남: Steve Queen? 그러면 그 책은 틀림없이 공포소설이겠구나.

여: 아니. 실은 이번에는 로맨스 소설이야.

남: 아. 난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아. 그건 지루하거든.

여:  이것은 보통 로맨스 소설과는 약간 달라. 난 그것을 영화로 만들 계획이라고 

온라인에서 읽었어.

남: 멋지네. 그런 경우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걸. 

여: 그래. 내가 다 읽으면 너에게 빌려줄게. 

어휘

horror novel 공포소설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give it a shot ~을 시도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두 사람은 책의 판매 부수, 저자, 장르, 영화 제작 계획에 해서는 언급했지만, 

출판사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출판사’이다.

총 어휘 수  146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Science Fair 소개

듣기 대본 해석

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의 Science Fair에 해 말하려 합니다. 

올해 모든 사람들은 팀이 되어 일할 것이고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촬영할 것입니다. 팀은 서너 명의 학급친구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모든 팀은 올해의 과학 카탈로그에서 서로 다른 주제를 고를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수중 호흡, 경주용 차 디자인, 쓰레기 압축하는 

과정, 로봇 가정부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는 작동이 

되는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고 개념의 입증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팀원의 

이름과 여러분이 정한 주제를 지원서와 함께 5월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과학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의 

작업을 보는 것이 기 가 됩니다.

어휘

include v. 포함하다     proof n. 입증, 증거     concept n. 개념

application n. 지원서

정답  2  

문제풀이

주제는 올해의 과학 카탈로그에서 팀 별로 서로 다른 주제를 골라야 하므로 

2  ‘주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가 일치하지 않는다.

총 어휘 수  131

12  도표

소재  자동차 바퀴(휠)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제 차에 쓸 새로운 바퀴(휠)를 찾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구입했을 때 딸려 

나온 공장 것들은 맘에 들지 않아요. 

여: 알겠습니다. 22 또는 24인치 휠이 손님의 차에 맞을 것 같네요. 

남: 제가 좀 낮게 타는 것을 좋아해서 22인치 휠이 저한테 더 맞을 것 같군요.

16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9



여: 알겠습니다. 색상이 섞인 것이 좋으세요, 단색의 검은 가장자리가 좋으세요?

남: 색이 섞인 것은 나한테 너무 화려하고요. 검은색 휠이 좋아요. 더 스포티해요. 

여: 네. 이 모델 좋아하실 것 같네요.  

남: 멋지네요! 가격이 얼마예요? 

여: 이번 주에 세일해서 1,200달러예요. 40퍼센트 할인가예요.

남: 나한테 여전히 너무 비싸네요. 1,000달러 미만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손님이 찾고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남: 더 저렴한데 마찬가지로 좋아보이는군요. 그걸로 할게요.

어휘

rim n. 가장자리, 테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22인치 휠이 본인한테 더 알맞다고 했으므로 1 , 3 , 5 번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색은 검정이 좋다고 했으므로 3 , 5 번이 남는다. 그런데 1,000달러 

미만으로 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50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의 고민

듣기 대본 해석

남: Chloe, 뭐해?

여: 그냥 몇 주 전에 했던 군  적성 검사 결과 보고 있었어.

남: 오. 나도 봐도 돼?

여: 그럼.

남:  [잠시 후] 우와! 결과가 단한데. 공간 추론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써있어. 건축가나 전략가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거래.

여: 응, 근데 결과가 맘에 드는지는 모르겠어.

남: 진짜? 왜?

여:  음,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군 에 들어가길 바라시지만 난 항상 작가가 

되고 싶었어. 지금은 그렇게 잘 쓰는 작가는 아닌 것 같지만 연습하고 

있었어.

남:  그렇구나. 네가 좋아하는 일이랑 네가 잘하는 일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야.

여: 맞아.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남: 2  네가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휘

aptitude n. 적성     spatial reasoning 공간 추론     strategist n. 

전략가

정답  2  

문제풀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은 2  ‘네가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내가 너라면 군  적성 검사를 받아 볼 것 같아.

3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지 못했어.

4  요즘 성공적인 건축가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5  넌 가능한 많은 군사 전략 책들을 모으는 편이 낫겠어.

총 어휘 수  142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남편을 위한 스마트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Lewis 부인. 컴퓨터로 뭐하고 계세요?

여:  오, 안녕하세요, Chris. 저는 제 남편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찾고 있어요.

남: 그렇군요. 그의 생일이 다가온다거나 하는 건가요? 

여: 맞아요. 그는 다음 달에 47살이 돼요.

남: 그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어 정말 기뻐하겠네요. 

여:  그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현재 그의 전화기가 정말 느리다고 항상 

불평해요.

남: 전화기가 얼마나 오래 되었죠?

여: 약 4년 됐어요.

남: 네. 스마트폰이 요즘 매우 빨리 구식이 돼요.

여:  맞아요. 그는 현재의 전화기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보다 최신 앱을 실행할 수 없어요.

남:  당신은 아마도 그에게 최신 모델 중에 하나를 사줘야겠네요. 그래야지 

오래갈 거예요.

여: 3  당신 말이 맞지만, 저는 어느 모델이 가장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휘

complain v. 불평하다     outdated a. 구식의     browse v.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남자에게 남편의 전화기에 한 얘기를 했고, 남자는 최신 모델 중 하나를 

사줘야겠다고 했으므로 그에 적절한 응답은 3  ‘당신 말이 맞지만, 저는 어느 

모델이 가장 좋은지 모르겠어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네. 구식 전화기로는 새로운 앱을 실행할 수 없어요.

2  그의 전화기는 잘 작동하지만 별로 세련되지는 않아요.

4  맞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결코 가지지 못했어요.

5  네, 하지만 그는 평소에 그의 전화기가 얼마나 느린지 불평해요.

총 어휘 수  131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건강한 음식의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Nancy는 체중감량 클리닉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녀는 개인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클리닉에서 5년 넘게 일해서 영양에 해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에 해 잘 압니다. 어느 오후에 그녀는 아파트 건물의 복도에서 

친구인 Maya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식료품 가방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Nancy를 봤을 때 그녀는 Nancy에게 자기가 산 음식에 해 

묻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건강한 음식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그녀 자신과, 남편, 아들을 위해 사야 하고 그녀의 선택에 해 모두가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Nancy는 Maya에게 뭐하고 말할 

것 같은가요?

Nancy: 5  너의 영양 목표에 맞는 음식들 몇 가지를 그들이 고르게 해 봐.

어휘

well-versed in ~에 정통한     nutrition n. 영양     <문제> pregnant 
a. 임신한

정답  5  

문제풀이

Nancy의 친구 Maya는 건강한 음식을 사고 싶지만 자신과, 남편, 아들의 

기호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맞는 응답은 5  ‘너의 영양 

목표에 맞는 음식들 몇 가지를 그들이 고르게 해 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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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보기 해석

1  넌 체중감량 클리닉에 등록해야 해.

2  나는 체중감량과 영양에 해 많이 알아.

3  과식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4  네가 임신 중이라면 자연히 더 많이 먹게 될 거야.

총 어휘 수  131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먼지를 줄이는 청소 방법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Mary Anne Philips이고 저는 Big City 
위생국의 수간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 특히 먼지에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최 한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먼지의 양을 폭 줄일 수 있는 몇 가지의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진공청소기를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베개와 소파 쿠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서 터는 것도 먼저를 제거합니다. 종종 바닥을 걸레로 닦는 것은 불편

하겠지만 청소기를 쓰면서 놓쳤을 먼지와 흙을 치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본인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명심한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briefly ad. 간략히     allergen n.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strive v. 분투하다, 노력하다     drastically ad. 폭, 과감하게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beat v. 두드리다     mop v. 닦다

정답  16 4    17 5

문제풀이

16  여자는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청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4  ‘먼지를 줄이는 청소 요령을 알려주려고’이다.

17  여자는 진공청소기 사용하기, 베개와 쿠션 털기, 바닥 닦기, 침구 세탁하기에 

해서는 언급하였으나, 환기에 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환기시키기’이다.

총 어휘 수  180

DICTATION ANSWERS

01  in the front section

02   a disposable cup / I couldn’t agree more

03   planning on having lunch / a few complaints about the 
cafeteria / bad reputation / renovate the cafeteria

04   cell phones being harmful to your health / excessive or 
long-term cell phone use / dangerous to our health / 
you avoid direct contact with the phone itself

05   you’re not a fan of / the team’s record / I seriously doubt 
it

06   much nicer than I imagined / facing that direction / I 
might have to do something / free to get rid of it

07   have you decided where to eat / Th at works for me / 
get him some of the vitamins / Can you buy a card

08  by the way / left  it on the coff ee table / he didn’t ask / 
He doesn’t think before he does things

09  rather go with cotton or wool / costs twenty dollars 
more / are a great match with / applies to the jeans

10  Wasn’t it on the best-seller list / a horror novel / I’m 
not a very big fan of / give it a shot

11   from start to fi nish / choose a diff erent topic / submit 
your applications / email your science teacher

12   you’ll be needing / will better suit me / Th ey’re sportier / 
spend less than one thousand dollars

13   Do you mind if I / spatial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 join the military / if you were me

14   turns forty-seven / his current phone is really slow / 
smartphones get outdated pretty quickly / browsing 
the Internet 

15   has been working for over fi ve years / runs into a 
friend of hers / stops to ask her a question / wants 
everyone to be happy with her choices

16-17  negative health eff ects / as clean as possible / at 
least twice a week / Keep these helpful tips in mind

16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1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물건 가격 흥정

듣기 대본 해석

여: 이 바지 정말 맘에 들어요. 얼마죠?

남: 100달러입니다. 디자이너 바지인데 최신 유행이에요.

여: 이런. 가격이 저한테 좀 비싸네요.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남: 4  음. 오늘 10퍼센트 할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휘

trendy a. 최신 유행의     <문제> sold out 다 팔리고 없는     tailor v. 

맞추다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바지가 좀 비싸다며 할인해 줄 수 있냐는 여자의 말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 따라서 4  ‘음. 오늘 10퍼센트 할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가 정답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죄송하지만 품절됐어요.

2  여기서 그것을 맞추실 수 있어요.

3  저는 보통 디자이너 바지를 팔지 않아요.

5  음, 전 다른 물건들을 보고 싶군요.

총 어휘 수  43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회사에 지각하지 않게 가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일어나, Annie! 열 시가 넘었어! 분명 회사에 지각할거야!

여: 진정해! 자동차로 이십 분밖에 안 걸려.

남: 잊었어? 네 자동차는 수리점에 있잖아.

여: 3  그럼 택시를 잡아야겠네.

어휘

relax v. 진정하다, 휴식을 취하다     repair shop 수리점     

<문제> flat tire 바람이 빠진 타이어     

정답  3  

문제풀이

여자의 차가 수리점에 있고, 차로 가야 늦지 않으므로 여자가 할 적절한 말은 

3  ‘그럼 택시를 잡아야겠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괜찮아. 오늘은 내 차를 몰고 갈게.

2  혹시 이 주변에 수리점 있어? 

4  이런! 너 타이어 펑크 난 것 같아. 

5  난 식료품점에 먼저 들러야 돼.

총 어휘 수  41

03  담화 목적

소재  걷기의 중요성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걸으십니까? 여러분은 걷기가 건강에 주는 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걸으면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심장병으로 고생했던 Roger Williams라는 제 친구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는 몇몇 의사들로부터 그의 병이 결코 완전히 치료되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심장병을 조금도 앓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도왔던 것은 걷기였습니다. 그는 걷기를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변화

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걷기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어휘

regularly ad. 규칙적으로     aware of ~을 인지하다, 알다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cure v. 치료하다, 고치다     diagnosis 
n. 진단, 진찰     testify v. 증언하다, 증명하다     necessary a. 필수의, 

필연적인

정답  4  

문제풀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병을 이겨낸 친구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걷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며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이다.

총 어휘 수  122

04  의견

소재  경고 표지판 세우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Anderson씨.

남:  오늘 아침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아주 위험해 보여요.

남:  정말 위험해요. 운전자에게 급커브에 한 주의를 요하는 경고 표지판이나 

전등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 집에서 길이 보이나요?

남: 네, 보여요, 저는 차 사고를 많이 목격했어요.

여: 당신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속력을 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남:  정말이지 사람들이 너무 속도를 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많은 경고 표지판이 

사고 건수를 크게 줄여줄 거라고 믿어요.

여: 시에 항의를 한 적 있으신가요?

남:  제가 몇 번이나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게 저한테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  알았어요.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담당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 볼게요.

남:  정말이요? 잘됐어요. 우리는 더 많은 경고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꼭 말해

주세요.

어휘

warning sign 경고 표지판     significantly ad. 상당히, 크게

reduce v. 줄이다, 축소하다     file a complaint 항의를 제기하다

get in touch with ~와 연락하다     in charge 담당하고 있는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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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남자는 급커브 지역에 경고 표지판이나 전등이 없어서 사람들이 속력을 내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 급커브 지역에 경고 표지판이나 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  ‘급커브 지역에 경고 표지판이나 전등을 

설치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63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건물 세부정보 확인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Brittney Smith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Smith씨. 저는 Dominic Antonoff입니다. 당신이 어제 

저한테 건물 몇 개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 안녕하세요, Antonoff씨. 어떤 건물에 관심이 있으시죠?

남: Water Street에 있는 거요. 그 건물에 형냉장고 있나요?

여: 제가 확인할 동안 잠깐 시간을 주세요. [잠시 후] 네, 있어요.

남:  좋아요. 그런데 중앙 난방과 냉방 시스템도 가지고 있나요?

여: 있어요. 문제 있나요?

남:  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6번가에 있는 건물은 어때요? 여전히 가능해요?

여: 네, 그것도 아직 가능합니다.

남: 제가 만약 가게 앞에 딸린 공간을 개조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여: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남: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제가 식당 공간에 걸어놓는 등을 설치해도 

되는지 물어봐 주셨나요?

여: 네.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어휘

wonder v. ~일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walk-in freezer 형냉장고

available a. 이용할 수 있는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건물의 시설과 개조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하고 있고 여자는 

이에 답해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5  ‘부동산 중개인 - 고객’이다.

총 어휘 수  145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리조트에 놀러 갔던 가족 사진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Jay. 휴가 어땠어?

남: 좋았어. 우리 가족은 머물렀던 리조트를 정말 좋아했어. 여기 사진이 있어. 

여: [잠시 후] 멋지다. 벽에 있는 건 섬 지도니? 

남: 맞아. 우리는 하와이의 Big Island에서 머물렀어. 

여: 가족들 모두 경치를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네. 

남:  맞아. 아내하고 나는 리조트에서 단지 휴식하는 걸 즐겼어. 그리고 저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글라스야.

여: 멋지네. 공을 가지고 노는 건 네 아이들이야?

남: 응. 내 아들 딸이야. 애들이 거기 날씨를 정말 좋아하더라. 

여: 아내는 어떤 음료를 마시고 있어? 좋아 보이는데. 

남: 저건 Blue Hawaiian이야. 하와이에서는 중적인 음료야.

여: 그럼, 누가 이 사진을 찍었어?

남: 내 남동생이 찍었어. 난 내 스마트폰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날 잃어버렸어. 

여: 바닥에 있는 저거 아냐?

남: 응. 나 참 멍청하지.

어휘

vacation n. 휴가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정답  1  

문제풀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은 섬 지도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화산이 그려져 있으므로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번이다. 

총 어휘 수  152

07  할 일

소재  Rain Valley Park 방문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저기 Rain Valley Park 표지판이 보여요.

남: 저 사람들 좀 봐요! 여기가 틀림없어요.

여: 맞아요. 오, 주차장은 저기 있네요!

남:  아주 좋아요. 거기 주차하고 계곡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  내가 생각하기엔 20분 정도 걸릴 거에요. 우리가 거기 도착하면 강가에 

앉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남: 와! 정말 차가 많군요.

여: 우리가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  내가 찾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차에서 내려서 입장권을 사세요. 

저쪽에 줄이 있는 것 같은데.

여: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출력해 온 지도 가지고 있어요?

남: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가지고 갈게요.

여: 아주 좋아요. 공원 입구에서 만나요.

어휘

sign n. 표지판, 신호     parking lot 주차장     parking space 
주차 공간     entry permit 입장권     entrance n. 입구

정답  2  

문제풀이

남자가 여자에게 차에서 내려서 입장권을 사라고 말했고 여자는 알았다고 답

했으므로 답은 2  ‘입장권 사기’이다.

총 어휘 수  149

08  이유

소재  친구 숙제 도와주기

듣기 대본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이봐, Mel, 나 Katie야.

남: 아, Katie. 요즘 어때?

여:  별 일 없어. 그런데 너, Levine 선생님께서 오늘 내주신 수학 문제 모두 

다 했어?

남: 네가 전화하기 직전에 막 다했어.

여:  난 정말 수학을 이해 못 하겠어. 네가 그것들을 도와줄 어떤 방법이 있을

까?

남: 물론, 문제 없어.

여:  좋아. 너 내일 학교에 일찍 올 생각이야? 그럼 우리가 만나서 네가 나에게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17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3



남:  음... 내가 내일 학교에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걸어서 남동생을 

학교에 바래다 줘야 하거든.

여: 엄마가 동생을 왜 안 데려다 주셔?

남:  음, 엄마는 내일 아침에 바쁘실 거야. 지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우리 

Cup 카페에서 만나는 거 어때?

여: 좋은 생각이야. 너무 고마워.

어휘

assign v. 부과하다, 맡기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바쁘셔서 동생을 학교까지 걸어서 바래다 줘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일찍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5  ‘걸어서 남동생을 

학교에 바래다 줘야 하기 때문에’이다.

총 어휘 수  127

09  숫자

소재  전시회 티켓 구입

듣기 대본 해석

남: 서울 아트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우리 가족의 오늘 전시회의 티켓을 사야 하거든요. 

남: 네. 몇 장 필요하세요?

여:  음, 남편, 딸, 제 것이 필요한데요,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두 명에 학생 한 명이 되겠네요. 

남:  좋습니다. 성인표는 각각 60달러이고, 학생은 40달러입니다. 따님은 

학생증 가지고 있나요?

여: 네. 여기 있어요. 

남: 좋습니다. 그럼 성인 둘, 학생 한 명 맞죠?

여:  맞습니다. 아! 제가 딸이 학교에서 받은 쿠폰이 있는 걸 깜빡 했네요. 아직 

사용할 수 있나요?

남: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볼게요. 

여: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남: [잠시 후] 맞습니다. 따님의 표는 반값에 사실 수 있어요.

여: 좋아요. 여기 카드 있어요.

어휘

exhibition n. 전시회     valid a. 유효한     half price 반값

정답  4  

문제풀이

성인 티켓은 60달러인데 2명이므로 120달러, 학생은 40달러이고 1명인데 

할인쿠폰이 있어서 반값에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20달러가 된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4  ‘$140’이다.

총 어휘 수  142

10  언급 유무

소재  학업 상담

듣기 대본 해석

남: 잠깐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Whitman 선생님?

여: 그럼, 물론이지. 무엇을 도와줄까?

남: 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계속 좋지 않아요.

여: 문제점을 좀 찾아보자. 하루에 얼마나 오래 공부하니?

남:  저는 주중에 집에서 거의 자정까지 공부하니까 약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동생들이 자주 집중을 못하게 해요.

여:  네가 밤에 늦게까지 공부할 때 방해받기 쉽겠구나.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그러니?

남: 맞아요. 제 생각에도 저의 공부 습관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 그래. 너는 또 네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최고인지 확인해야 해.

남: 아, 알겠어요.

여: 너는 네가 왜 학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니?

남: 그것에 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여: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한 명확한 생각이 있다면, 네가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믿어.

남: 네, 조언 감사합니다, Whitman 선생님.

어휘

distract v. 집중이 안 되게 하다     sibling n. 형제, 자매     make sure 
확인하다, 확실히 하다

정답  3  

문제풀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는 남학생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있다.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장소, 사용하는 교재, 학 진학을 

원하는 이유는 언급했지만 수업을 듣는 태도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3  ‘수업을 듣는 태도’이다.

총 어휘 수  162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파충류 박람회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코브라와 직접 맞닥뜨리고 싶습니까? 악어를 

만져보고 먹이를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말 Mega Village 

축제 마당에서 열리는 Reptile World 박람회에 오세요. 이번 박람회는 

도마뱀과 이구아나부터 비단뱀과 악어까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파충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Mega Village 야생동물

협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관람객들이 독특한 야생동물들과 가까이 직접 

다가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적입니다. 

무료 입장이지만 미리 표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Mega Village 야생동물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crocodile n. 악어     reptile n. 파충류     exhibit n. 박람회

unique a. 독특한     admission n. 입장     reserve v. 예약하다

정답  3  

문제풀이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야생동물들에게 가까이 직접 다가가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이다.

총 어휘 수  112

12  도표

소재  가족 여행용 렌터카 여

듣기 대본 해석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가족 여행을 위한 차를 여하고 싶어요. 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  네, 저희에게 이코노미, 패 리, 럭셔리 차종이 있어요. 가족이 몇 분이신가요?

남: 저를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84  



여: 제 생각에는 패 리 사이즈나 럭셔리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군요.

남: 그것들과 이코노미 사이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  여 가격과 주행 마일 수의 차이 외에, 이코노미 차는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네 분이서 타시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남: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는 짐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여할 차가 좀 

넓어야 해요.

여:  그러면, 럭셔리 사이즈를 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일곱 명에게도 공간이 

충분해서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실 거예요.

남:  하지만 여비가 저한테는 너무 비싸네요. 오, 여기 럭셔리 차와 같은 수용 

인원수를 가진 패 리 차가 있네요.

여:  죄송합니다, 손님. 이 모델은 지금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두 여

되었어요.

남: 그러면 다른 선택이 없네요. 저걸로 여할게요.

어휘

include v. 포함하다     suitable a. 적당한     besides prep. ~외에

gas mileage 주행 마일 수, 연비     spacious a. 널찍한     capacity 
n. 용량, 수용력     available a. 이용 가능한     

정답  3  

문제풀이 

가족 4명과 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좁은 이코노미는 제외된다. 

직원이 럭셔리를 추천했지만, 남자가 너무 비싸다고 하였으므로 럭셔리도 제외

된다. 럭셔리와 같은 수용 인원수를 가진 패 리 타입이 있으나 이용 가능한 차가 

없다. 그러므로 4명과 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럭셔리만큼 비싸지 않고, 현재 

이용 가능한 차가 있는 차종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77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사업에 한 조언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Rodrick.

남: 오, 안녕, Karen. 오랜만이야.

여:  그래 오랜만이야. 알다시피 내가 네 회사를 떠난 지 1년쯤 됐네. 거기에서 

일했던 것이 그리워.

남: 우리도 너를 그리워해. 너 약간 달라 보여. 살이 좀 빠졌니?

여: 그래. 나는 보다 건강하게 먹고 이 강도 높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

남: 멋진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 내 친구가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어. 

여: 걱정하지 마. 나는 꽤 조심하고 있어.

남: 그렇구나. 너의 새로운 사업은 어때?

여:  음, 그거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할 일은 정말 많고 일 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남:  이해가 되네. 나도 처음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어.

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 나에게 조언 좀 해 줄래?

남: 3  열심히 일은 하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마.

어휘

lose weight 살을 빼다     overdo v. 무리하다, 지나치게 하다     

incredibly ad.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답  3  

문제풀이

여자가 사업에 관해 조언을 해달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응답은 3  ‘열심히 일은 

하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마.’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너의 새로운 사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확신해. 

2  나의 이전 직원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 

4  너를 만나서 반가웠어. 언젠가 너의 사무실에 들를게.

5  너는 세 시간 이상 강도 높게 운동해서는 안 돼.

총 어휘 수  143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야구 경기 응원

듣기 대본 해석

여: 너 지난밤에 야구 경기 봤니?

남:  봤어. 정말 훌륭한 경기였어! 나는 Los Angeles가 Detroit를 이겨서 너

무 기뻤어.

여: 나는 사실 Detroit 팬이지만, Los Angeles 팀이 정말 잘 싸웠어.

남: LA의 투수가 단했어. 정말 인상 깊었지.

여: 응, 그랬어. 그런데 경기가 끝날 무렵에 그가 팔을 다친 것 같던데.

남: 나도 봤어. 나는 구원투수를 보기 기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여: 정말 긴 게임이었어. 선수들이 정말 지쳤을 거야.

님: 그래, 13회를 했잖아. 정말 긴 게임이지!

여: 맞아. 

남: Detroit는 언제 다시 경기해?

여: 목요일 밤에.

남: 나는 너희 집에 가서 너랑 같이 그들을 응원할 거야.

여: 1  좋아. 그들이 이겼으면 좋겠어!

어휘

pitcher n. (야구에서) 투수     impress v. 깊은 인상을 주다

relief pitcher 구원투수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응원하는 Detroit팀의 다음 경기는 목요일 밤이고 남자는 여자와 같이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으므로 그에 한 여자의 답은 1  ‘좋아. 그들이 이겼으면 

좋겠어!’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나도 너와 함께 너의 팀을 응원할게.

3  물론이지. 7시쯤 갈게.

4  단한 걸. 그들 또한 응원하러 올 지도 몰라.

5  사실은 이번 주말에 정말 바빠.

총 어휘 수  130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전화기를 사용하며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상황

듣기 대본 해석

남:  Candace는 바쁜 직장 여성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어서 그녀의 전화기로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름이 Larry인 한 중년의 남성이 아침 조깅을 위해 나옵니다. 

그는 허우적 다가 Candace쪽으로 휘청거렸고, 그녀는 젖은 땅에 중요한 

문서를 떨어뜨립니다. Larry는 그것들을 집어서 말리려고 애썼지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미안해하고 그의 어설픔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Candace는 그녀도 사고 당시에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Candace는 Larr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Candace: 5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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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어휘

business meeting 업무 회의     struggle v.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 

버둥거리다, 고투하다     stumble v.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휘청거리다     

apologetic a. 미안해하는     clumsiness n. 어색함, 서투름 

정답  5  

문제풀이

Candace가 휴 폰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걸어가다가 조깅하러 가던 

Larry와 부딪혔고 그로 인해 Candace의 문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Larry가 

사과했다. Candace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녀가 할 말로는 

5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어요.’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2  당신이 밖에서 달릴 때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3   이 문서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4  걱정 마세요. 몇 분 안에 또 다른 버스가 올 거예요. 

총 어휘 수  120

16  담화 목적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이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해외 자원봉사 여름 프로그램에 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자원봉사는 쉽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놀랍도록 보람이 있으며 틀림없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외국 땅에 사는 것이 당신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세계관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풍습과 규범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꿈꿔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먹어보게 되고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을 정화

하는지를 가르치고, 인도에서 아기들 밥을 먹이고, 미얀마에서 집을 짓고, 

인도네시아에서 아픈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자원봉사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이며, 여러분은 분명히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휘

adjust v. 적응하다     rewarding a. 보람이 있는     perspective n. 

시각, 견지     expand v. 확 되다     strain v. 힘껏 노력하다, 안간힘을 

쓰다

정답  16 2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해외 자원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세계관의 확장과 

다양한 경험 등 여러 가지 이점에 관해 이야기하였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2  ‘해외 자원봉사의 이점을 알려주려고’이다.

17  남자는 물 정화방법 가르치기, 아기들 밥 먹이기, 집 짓기, 아픈 아이들 치료

하기에 관한 언급은 했지만 영어 가르치기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영어 가르치기’이다.

총 어휘 수  152

DICTATION ANSWERS

01 and they’re really trendy / Can you give me a discount

02   be late for work / in the repair shop

03   health benefi ts of walking / suff ered from heart disease / 
Despite their diagnosis / not benefi cial for only certain 
types of people

04   to make the driver aware of all the really sharp turns /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 fi led a complaint 
with the city / get in touch with the people in charge / 
we need more warning signs

05   Which building are you interested in / It might be an 
issue / it’s still available / install hanging lights in the 
dining area

06   the resort we stayed at / a map of the islands on the 
wall / your kids playing with the ball / take a picture 
with my smartphone / How silly of me

07   Th is must be the right place / walk down to the valley / 
go buy our entry permits / It’s with my things / at the 
entrance to the park

08  did you fi nish all of the math problems / Is there any 
way you could help me / walk my brother to school / 
she’s going to be busy

09  How many do you need / got a coupon from her 
school / if it’s still valid

10  How long do you study each day / I’m oft en distracted 
by / change my study habits

11   pet and feed a crocodile / include all of your favorite 
reptiles / allows visitors to get up close / We off er free 
admission

12   rent a car for my family trip / would be suitable for / 
the car we end up with should be a bit spacious / all 
rented out

13   been eating healthier / got injured while exercising / 
incredibly stressful / Do you have any tips

14   What a game / I was really impressed / towards the 
end of the game, though / cheer them on with you

15   He is struggling / they’re ruined / feels sorry for his 
clumsiness

16-17  summer abroad volunteer programs / incredibly 
rewarding / help others in need / strain to 
communicate / feeding babies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새로 생긴 초밥집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Pat, 너 초밥 Safari 식당에 가 봤니?

여: 가봤지. 나는 개업 첫 주말에 가봤어. 멋지던데.

남: 나는 내일 갈 예정이야. 여기서 가까워?

여: 2  응. 걸어서 5분 밖에 안 걸려.

어휘

opening n. 개막, 개통, 개업     close a. 가까운 

정답  2  

문제풀이

새로 생긴 식당이 여기서 가까운지 물었으므로 그에 적절한 응답은 2  ‘응.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물론. 나는 외국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해.

3  아니. 난 요리를 잘 하지 못해.

4  확실하지 않아. 나는 거기서 먹어 본 적이 없거든.

5  그래. 내일은 문을 닫을 거야.

총 어휘 수  40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일기예보 확인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Wade, 너 흠뻑 젖었네. 무슨 일 있었어?

남: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 내가 우산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거든.

여: 그래, 안됐네.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아?

남: 4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오늘 아침은 아주 바빴어.

어휘

soaked a. 흠뻑 젖은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정답  4  

문제풀이

일기예보를 매일 확인하지 않느냐는 여자의 질문에 적절한 남자의 답은 

4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오늘 아침은 아주 바빴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고마워. 이런 날씨에 정말 하나 필요해. 

2  응. 내일 날씨 확인해 봐. 

3  괜찮아. 내 우산 빌려도 돼. 

5  내일 날씨가 좋다니 기쁘네. 

총 어휘 수  41

03  담화 목적

소재  야외 활동 시 뇌우 처법

듣기 대본 해석

남:  부분의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 야외에서 노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매우 빠르게 더 나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뇌우를 만나면, 여러분은 빌딩 안이나 차 

안에 피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찾고 탁 트인 공간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탁 트인 

공간에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은 번개를 맞을 

위험이 커집니다. 항상 나무와 전신주는 피하세요. 이런 조언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나쁜 날씨가 덮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휘

thunderstorm n. 뇌우     shelter n. 피처     avoid v. 피하다

telephone pole 전신주

정답  1  

문제풀이

야외에서 갑자기 뇌우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1  ‘야외 활동 시 뇌우에 

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이다.

총 어휘 수  116

04  대화 주제

소재  나라마다 다른 개인 위생

듣기 대본 해석

남: 너 괜찮아? 걱정이 있어 보여.

여: 너 Dimitri 알지?

남: 물론이지.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정말 친절한 친구야.

여:  응, 맞아. 나도 그를 좋아해. 그렇지만 그는 항상 입 냄새가 난다는 거 알고 

있니?

남: 사실은 나도 알아. 그게 너를 화나게 해?

여:  그는 재미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지만 입 냄새는 참을 수가 없어.

남: 편하게 생각해. 개인 위생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단다.

여: 그래?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

남: 개인 위생에 한 개념은 세계 여러 나라마다 다른 거야.

여: 이런 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남:  그래, 맞아. 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 충고 고마워. 나는 Dimitri와 이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남: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

어휘

bad breath 입 냄새     unbearable a. 참을 수 없는

personal hygiene 개인 위생     get along 사이 좋게 지내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에게 입 냄새가 나서 참기 힘들다고 말하자 남자는 

개인 위생에 한 생각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화 주제는 2  ‘나라마다 다른 

개인 위생의 인식 차이’이다.

총 어휘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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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관광 중 입은 상처

듣기 대본 해석

여: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반창고 하나 있나요?

남:  물론입니다. 제가 인솔하는 모든 투어에 항상 구급상자를 들고 다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 박물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남: 그럼 큰 게 필요하겠네요. 잠깐만요. [잠시 후] 여기 있어요.

여:  고마워요. 그리고 저와 제 남편 둘 다 여행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남: 좋네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 그럼 동굴 안에는 언제 들어가나요?

남: 1시쯤 거기 도착할 겁니다.

여: 별로 안 걸리네요. 그 동굴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나요?

남:  맞아요. 1800년  중반에 Jesse James와 그의 노상강도 패거리의 

은신처로도 쓰였어요.

여: 흥미롭네요. 이곳에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렇죠?

남:  맞아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도 많이 담고 있고요.

어휘

bandage n. 밴드, 붕      first-aid kit 구급상자     scrape v. 긁다, 

긁히다     ensure v. 보장하다     hideout n. 은신처     bandit n. 

노상강도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자신이 인솔하는 투어에 항상 구급상자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였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자는 

자신과 남편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 관광 일정에 해 묻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3  ‘관광객 — 관광 가이드’임을 알 수 있다.

총 어휘 수  161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재즈 밴드에 관한 화

듣기 대본 해석

여: 와! 이 밴드 정말 좋다, Joey!
남: 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밴드 중 하나야. Jazz Hands라고 불려. 

여: 재미있는 이름인데.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 게 좋은데. 진짜 멋져. 

남:  다들 재능이 엄청나지. 뒤에 기타리스트는 시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야. 

여: 단하다. 보컬이 노래하면서 기타를 치는 게 멋진데. 

남: 응.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 음역이 넓어. 

여:  그런데 피아노 연주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머지는 서 있는데 그만 

앉아 있잖아. 

남:  음, 그는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 피아노 치면서 서 있을 수는 없어. 페달을 

써야 하거든. 

여: 오, 맞아. 어쨌든, 날 이 재즈 클럽에 데려와 줘서 정말 기뻐, Joey. 
남: 네가 같이 와 줘서 내가 기쁘지.

어휘

awesome a. 멋진     range n. 범위(폭)     out of place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정답  3  

문제풀이 

화의 중간 부분에서 여자가 보컬이 노래하면서 기타를 치는 게 멋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 보컬은 기타가 없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37

07  할 일

소재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

듣기 대본 해석

[휴 폰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안녕, Ted. 나 Grace야. 어떻게 지냈어?

남: Grace! 돌아왔어?

여: 응.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서 어젯밤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

남:  그랬어? Stone 선생님이 네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온다고 말씀

하셨어. 중국은 어땠어?

여: 멋졌어. 중국어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어.

남:  훌륭해! 우리 모두 네가 중국에서 보낸 시간에 해 이야기하길 기 하고 

있어. 특히 선생님들이.

여:  나도 가능한 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수업의 처음 2주를 놓쳐서 

조금 걱정이 돼.

남: 그래... 다음 주에 퀴즈가 2개 있어.

여: 정말? 난 퀴즈 준비가 안 됐는데.

남: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물이 나한테 있어. 네가 원하면 가져다 줄게.

여: 그래 줄래? 정말 잘됐다!

남: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어휘

exchange n. 교환     since conj. ~ 때문에     prepare for ~를 

준비하다

정답  5  

문제풀이

선생님에게서 받은 자료물을 갖다 주겠다는 남자의 말로 미루어 보아 정답은 

5  ‘수업시간에 받은 자료 갖다 주기’이다. 

총 어휘 수  137

08  이유

소재  우천으로 취소된 테니스 경기

듣기 대본 해석

여:  Davis, 어디 가니?

남:  엄마의 꽃가게에 가고 있어. 엄마가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가게를 

좀 봐야 하거든.

여:  정말 친절하구나. 오, 너 지난 일요일에 테니스 경기에 갔었지, 그렇지? 

경기 어땠어?

남: 그 경기는 사실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어.

여:  아. 어쨌든, 너 멋진 시간을 보냈음이 틀림없겠구나. 너 테니스 좋아하잖아.

남: 나는 경기장에 갔었는데 경기가 취소되었어.

여: 진짜? 왜?

남: 폭풍우(뇌우) 때문이야.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천으로 취소됐어.

여: 아. 맞아! 토요일에 날씨가 진짜 별로였지. 정말 안됐네.

남:  그래. 나는 정말 그 게임을 보러 가는 데 들떠 있었어. 내가 해야 하는 숙제와 

공부 때문에 이번 시즌에 경기 볼 시간이 없었거든. 

여: 그래. 네 심정 알겠어. 경기를 놓쳤다니 유감이야.

어휘

head v. 가다, 향하다     run an errand 심부름 하다     rain out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다

정답  1  

88  



문제풀이 

남자는 경기 전 시작된 폭풍우로 테니스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했으므로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이유는 1  ‘폭우로 경기가 취소돼서’이다.

총 어휘 수  141

09  숫자

소재  골동품 구입

듣기 대본 해석

여:  와! 이 골동품들 진짜인가요?

남: 네. 몇 개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 저기 있는 램프들은 비싼가요?

남: 황동 램프는 40달러이고 유리 램프는 60달러입니다.

여: 유리 램프가 정말 멋있긴 한데 제가 사기엔 비싼 것 같네요.

남: 정말 그게 맘에 드시면 황동 램프와 같은 가격으로 드릴게요.

여: 와, 정말이요? 좋아요, 그걸 살게요! 저 아름다운 접시들은 얼마예요?

남: 더 큰 접시들은 각각 10달러이고 작은 접시들은 각각 5달러예요.

여: 네, 제가 이 큰 접시 두 개 살게요. 

남: 제가 손님께 권해드릴 만한 또 다른 품목이 있나요?

여: 저 의자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남:  네, 아주 예쁜 의자이지 않나요? 사실 마지막 남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70달러에 팔렸지만 손님께는 50달러에 드릴게요.

여: 네, 좋아요. 고마워요!

어휘

antique n. 골동품     brass n. 놋쇠, 황동     afford v. (~을 살 금전적·

시간적) 여유·형편이 되다     item n. 품목     interest somebody in 
(~을 사거나 먹도록) 권하다

정답  3  

문제풀이

유리 램프를 황동 램프 가격인 40달러에, 큰 접시 두 개는 20달러에, 그리고 

의자를 50달러에 판다고 했으므로 합계는 110달러이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3  ‘$110’이다.

총 어휘 수  154

10  언급 유무

소재  새로 산 컴퓨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오늘 택배 도착했어.

여: 좋다. 이 새 컴퓨터 빨리 설치하고 싶었어.

남: 우리 예전 컴퓨터보다 많이 커 보인다.

여:  맞아. 그리고 훨씬 빠르기도 해. 21인치 모니터랑 레이저 프린터가 포함된 

세트로 샀어.

남: 꽤 복잡해 보인다. 내가 컴퓨터에 해서 좀 더 유식했으면 좋겠어.

여: 굉장히 쉬워, 여보.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게.

남:  좋네. 이 컴퓨터로 Cacao Chat 할 수 있어? 회사 동료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

여: 당연하지. 또 영상통화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남: 좋다. 보증기간도 있어?

여: 응.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고쳐준 .

남: 그럼 잃어버리지 않게 보증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

여: 좋은 생각이야.

어휘

savvy n. 지식  a. 지식이 많은     warranty n. 보증서, 보증기간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은 21인치 모니터, 레이저 프린터, 무료 영상통화, 2년의 보증기간에 해 

언급했지만 백신에 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정답은 4  ‘무료 백신’이다.

총 어휘 수  149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자선 콘서트 소개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GBC 뉴스의 Ronnie Maroon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선 음악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 음악회는 The Great Tusk Concert라는 음악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복지 단체인 Earth Wildlife Federation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The Great Tusk Concert는 음악, 영화, TV 업계에서 유명한 인사들의 

공연을 선보일 것이며, 그들은 화려한 저녁을 위해 지역사회를 하나로 화합

시키기를 기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7월 15일 Metropolitan Opera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세계 각지에서 학 와 

혹사를 당하고 있는 코끼리들의  복지에 쓰일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표 

구매를 위해서는 www.thegreattuskconcert.com라는 행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어휘

feature v. ~을 특징으로 하다     proceeds n. 수익금     abuse n. 

학 , 남용     mistreatment n. 학 , 혹사

정답  3  

문제풀이

남자는 자선 음악회에 해 소개하면서 행사 날짜는 7월 15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행사 날짜는 6월 15일이다.’이다.

총 어휘 수  122

12  도표

소재  RV캠프장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뭐하고 있어요?

남:  다음 달에 있을 우리 RV(레크리에이션 차) 여행 옵션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려는 호수 주변에 5개의 캠핑장이 있어요. 

여: 멋지네요. 선택하는 거 도와줄까요? 

남: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죠?

여: 음, 물을 쓸 수 있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남:  맞아요. 우리 차량은 샤워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려면 물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여: 그래요.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해요. 

남: 좋아요. 내 생각에는 애완동물은 금지라니까 이건 빼야겠어요.

여: 네. 난 정말 Baxter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정말 좋아 할거예요. 

남: 그럼 이 2개로 좁혀지네요. 

여: 당신 생각에 전기 없이 3일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가능하긴 한데,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 좋아요. 그럼 이 캠핑장으로 예약해야겠네요. 

18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89



어휘

hookup n. (전기, 수도 등의 외부와의) 연결부     prohibit v. 금지하다

electricity n. 전기

정답  3  

문제풀이 

처음에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A, C, E중에 골라야 하고, 

애완동물을 데려가고 싶으므로 E는 제외된다. A, C중에서 전기가 되는 것으로 

선택하자고 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69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옛 친구와의 만남

듣기 대본 해석

남: 지난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Maria?

여: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남: 너 Dan이 누군지 아니?

여:  물론이지. 우리 고등학교 동안 라크로스 경기 같이 했었는데, 그가 졸업반 

때 텍사스로 이사 갔잖아.

남: 맞아. 근데 그가 어젯밤에 나한테 Face Friend 메시지를 보냈어.

여: 정말? 그는 어떻게 지내?

남:  내 생각에 그는 다시 여기에 일하러 이사올 생각인 것 같고 그가 여기서 어

울리던 사람들과 연락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 그를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많이 변했는지 궁금하다.

남:  음, 곧 그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2주 후에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올 거래.

여: 와! 좋은 소식이네!

남: 그래, 시내 어딘가에서 점심 먹을 거야. 너도 올래?

여: 5  물론이야. 만날 일이 기 되네.

어휘

hang out 어울리다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오기 전에 연락을 취한 Dan에 해 

여자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여자도 고등학교 때 같이 경기 하던 친구라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남자가 Dan과 점심 약속을 잡았다며 여자에게 

합류 의향을 물었을 때 가장 적절한 여자의 답은 5  ‘물론이지. 만날 일이 

기 되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는 더 빨리 전화했어야 했어.

2  너한테 소식 듣는 건 항상 좋아. 몸 조심해.

3  유감이지만 그 소식이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좋아서 믿을 수 없구나.

4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총 어휘 수  135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학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Leah, 네가 원하는 학에 들어갔니?

여: 응, Paul. 실은 두 군데 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 

남: 두 개 학? 그럼, 어디로 갈지 벌써 정한 거야?

여:  두 학교 모두 좋은 학교야. 가장 큰 차이점은 Upstate 학교는 주립 학

이고, Lakeside는 사립이란 거지.

남: 두 학교 다 평판이 좋잖아.

여: 맞아. 그 둘 중에서 어떻게 한 군데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남: 딜레마에 빠졌구나. 그렇지만 난 네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 알고 있어.

여: 어떻게? 난 정말 조언이 필요해.

남:  동전을 던져봐. 동전이 공중에 있을 때, 넌 동전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길 

바라는지 알게 될 거야.

여:  한번 해볼게. [잠시 후] 네 말이 맞았어. 그게 공중에 떠 있을 때, 난 Upstate 

학을 원했거든. 

남: 4  만약 그렇다면, 그곳이 네가 가야 하는 학이야.

어휘

dilemma n. 딜레마     flip v. 톡(툭) 던지다

정답  4  

문제풀이 

여자가 두 개의 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고민하자 남자가 조언을 해주고 

있다. 남자는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공중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면을 알아 보라고 조언하고, 여자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학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한 남자의 답으로 적절한 것은 4  ‘만약 그렇다면, 

그곳이 네가 가야 하는 학이야.’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나는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정말 기뻐.

2  나는 네가 그 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3  정말로 너희 부모님께 조언을 구해야 해.

5  학에서 너 자신에 해 많이 배워.

총 어휘 수  136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동물 보호소 동물들의 식단 관리

듣기 대본 해석

여:  Valerie는 최근에 자신의 동물 보호소를 시작하였고 그녀의 일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동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의 직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녀는 각 종들이 다른 식단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물들 먹이는 것을 특별히 신경쓰길 원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몇몇 동물들이 아프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가 

철창 안을 들여다 보는데 구조된 너구리가 새 모이를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동물들이 계속 잘못된 종류의 음식을 먹고 죽을까 봐 걱정

합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에 직원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Valerie가 그녀의 직원들에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Valerie:  5  우리는 반드시 동물들이 적합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어휘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passionate a. 열정적인

in good hands 안심할 수 있는, 잘 관리되는     species n. 종 
dietary a. 음식물의

정답  5  

문제풀이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고 죽을까 봐 걱정이 된 Valerie가 

직원회의를 소집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우리는 

반드시 동물들이 적합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어떤 방문자도 동물 보호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2  기금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중이라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3  방문자들이 동물들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동물들을 위해 더 신선한 음식을 사야 할 것입니다.

총 어휘 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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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햇볕으로 인한 화상을 다루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햇빛이 우리의 피부에 줄 수 

있는 손상에 해 알고 있었지만 “애프터 썬 케어”와 같은 특정 제품들이 

이 손상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사실, 애프터 썬 제품이라고 

불리는 이런 제품들은 제품 속에 든 기름이 우리 피부 속에 열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광 화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단지 피부를 시원하게 두는 것이 방법

입니다. 여러분은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식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건을 식초에 담그고 그것을 일광 화상을 입은 자리에 두면 식초가 당신 

피부의 열을 빼낼 겁니다. 놀랍지만 약간 냄새가 나죠. 여러분이 그 냄새를 

맡길 원하지 않으시면, 알로에 베라 막이나 얇게 썬 오이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휘

damage n. 손상, 피해     undo v. 무효로 만들다, 원상태로 돌리다     

hinder v. 저해하다, 막다     trap v. 가두다     vinegar n. 식초     soak 
v. 담그다     <문제> alternative n. 안     

정답  16 4    17 2

문제풀이

16  여자는 일광 화상을 입은 다음 제품을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시원한 물에 몸 담그기, 식초에 담근 수건 

고 있기 등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4  ‘애프터 

썬 제품의 안’이다.

17  여자는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식초, 알로에, 오이를 

이용하라고 말했지만 우유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  ‘우유’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피부에 바르는 천연 재료의 효과

2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사용해야 하는 이유 

3  규칙적인 일광욕의 장점

5  가장 좋은 애프터 썬 케어 제품

총 어휘 수  149

DICTATION ANSWERS

01  its opening weekend / I’m going to check it out 

02   you’re soaked / check the weather forecast

03   enjoys having fun outdoors / the weather can change 
for the worse / fi nd yourself caught in a thunderstorm / 
getting struck by lightning

04   it’s fun to talk with him / Personal hygiene is looked at 
diff erently / I appreciate the advice  

05   carry a fi rst-aid kit / having a great time on the trip / 
I’m doing my best

06   Th ey’re all super talented / Th at’s awesome / He’s got 
great range

07   student exchange program is fi nished / I’m not prepared 
for the quizzes / What are friends for

08  where are you headed / run some errands / It was 
rained out

09  the one made of glass / I don’t think I can aff ord it / I 
can interest you in

1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 more computer-savvy / 
get a warranty on / let’s be sure to keep the warranty 
papers

11   a benefi t concert will be held / some of the biggest 
names in / experiencing abuse and mistreatment

12   What are you up to / water hookup / since it prohibits 
pets / Th at narrows it down to

13   during our senior year / used to hang out with / you 
might see him soon / we’re going to set up a lunch

14   I got accepted to two universities / Th at’s quite a 
dilemma / Flip a coin

15   her animals are in good hands / diff erent dietary needs / 
calls her staff  in for a meeting 

16-17  we can undo this damage / hinder your body’s own 
healing process / traps heat inside the skin / soak a 
towel in vinegar / pull the heat out of your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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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식사 주문

듣기 대본 해석

여: 저는 주문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주문 받아주실래요?

남: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뭐가 좋으세요?

여: 베이컨과 계란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구운 감자를 주세요. 언제 될까요?

남: 2  그것은 15분 안에 준비될 것입니다.

어휘
<문제> waffle n. 와플( 가루·달걀·우유 등을 섞어 구운 것)     popular 
a. 인기 있는    

정답  2  

문제풀이

음식이 언제 준비되는지 물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그것은 

15분 안에 준비될 것입니다.’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카페는 약 1시간 거리예요.

3  애플 파이를 곁들인 와플은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4  사람들은 감자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해요.

5  마트에서 며칠 전에 좀 사왔어요.

총 어휘 수  42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티켓 구하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이번 토요일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Dragon Heart 콘서트를 정말 

보고 싶어!

여: 응, 나도. 아직 티켓을 구할 수 있을까?

남: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친구 Kevin이 티켓 판매소에서 일하고 있어.

여: 5  네가 꼭 그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는데. 

어휘

stadium n. 강당     <문제> definitely ad. 분명히

정답  5  

문제풀이

남자의 친구 Kevin이 티켓 판매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은 

5  ‘네가 꼭 그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는데.’가 알맞다.

오답 보기 해석

1  와, 나도 Dragon Heart 좋아해!

2  나는 이번 토요일에 정말로 바빠.

3  유감스럽게도 매진됐다고 그가 말했어.

4  나 그 콘서트 표를 두 장 가지고 있어.

총 어휘 수  43

03  담화 목적

소재  법률 분야 인턴십 모집 안내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기회에 

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인턴십은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알아둘 점들이 있습니다. 이 

인턴십 지원은 우리 학교에 현재 등록된 학생과 학원생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부생들은 오로지 현재 졸업반 학생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법 생들과 그 분야를 접해본 지원자가 선호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은 28세 이하여야 합니다. 법 분야에서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지원하십시오.

어휘

hands-on a. 직접 해 보는,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undergraduate 
a. 학부의  n. 학부생     be eligible for ~에 자격이 있다     senior a. 

졸업할 학년의     candidate n. 지원자, 후보자     exposure n. 노출, 

접함     preference n. 선호     career n. 경력, 직업    

정답  3  

문제풀이

법률 관련 분야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등록된 학생인지 여부, 졸업반인 학부생, 지원가능 연령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답은 3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알리려고’이다.

총 어휘 수  131

04  대화 주제

소재  맨발로 뛰기의 장점

듣기 대본 해석

여: Cody, 뭐해?

남: 맨발로 뛰는 것의 장점에 해 읽고 있어.

여: 요즘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해보고 있다고 들었어.

남: 맞아. 어떤 연구자들은 맨발로 뛰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여: 어떤 이점이 있는데?

남: 일단 균형감각을 발달시켜 줄 수 있어.

여: 정말? 어떻게?

남:  신발을 신은 채로 뛰면 발이 (좁은) 신발 안에 어 넣어져 있어. 신발이 

없으면 발가락을 펼 수 있어서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지.

여: 그렇구나. 다른 건 안 도와줘?

남:  다리 근육에도 좋아. 보통 운동화는 뒤꿈치에 굽이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이 많이 쓰이질 않아.

여: 왜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뛰기 시작했는지 알겠어. 한번 해봐야겠다.

남: 나도 한번 해보려고.

어휘

benefit n. 이점     balance n. 균형     cramped a. 비좁게 있는

tendon n. 건, 힘줄     calf n. 종아리

정답  2  

문제풀이

두 사람은 맨발로 뛰었을 때의 균형감 향상과 다리 근육 단련 효과에 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맨발로 

뛰기의 장점’이다.

총 어휘 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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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자동차 수리 맡기기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그게, 최근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 이후로 계기판에 계속 빨간 불이 깜박

거려요.

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여:  있어요.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때 차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요.

남: 흠... 타이어의 문제 같네요.

여: 제 보험이 필요한 수리에 한 모든 비용을 다 줄 거예요. 그렇죠?

남:  유감스럽지만 저희는 그것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 점심 시간 후에 한 번 전화해 볼게요. 수리하는 데에 얼마나 걸릴까요?

남:  글쎄요, 차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점검한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 이 주변에서 볼 일이 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와도 될까요?

남:  괜찮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더 잘 알아내면 연락

드릴게요.

여: 알겠습니다.

어휘

dashboard n. 계기판     errand n. 일, 심부름

정답  2  

문제풀이 

여자는 차에 문제가 있어 자동차 수리공인 남자에게 수리를 맡기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2  ‘자동차 수리공 — 고객’이다.

총 어휘 수  176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캠핑장 정리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Peter. 늦어서 미안해. 나 너무 바빴어.

남: 괜찮아. 내가 캠핑장을 거의 다 설치했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어때?

여: 아주 잘했어. 텐트를 강가에 친 것이 마음에 들어.

남:  응, 우리 그러면 수영도 낚시도 쉽게 할 수 있어. 강가에서 저녁을 즐기는 

것도 멋질 거야.

여:  아, 그래서 테이블과 의자를 텐트와 강 사이에 놓았구나. 그런데 아이스박스는 

어디에 뒀어? 그것은 그늘에 둬야 해.

남: 오, 깜빡했어. 지금 텐트 안에 있어.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나무 아래 둘게.

여:  그러면 그게 모닥불 옆에 놓일 거야. 게다가 나무 너무 가까이에 불을 피우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

남:  맞는 말이네. 그건 나중에 옮기도록 하고 강 근처에 새로 불을 만들자. 그건 

그렇고,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었어. 어떻게 생각해?

여: 완벽해. 잘 했어!

어휘

campsite n. 캠핑장, 야영지     set up ~을 설치[설비]하다     shade 
n. 그늘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에 닿다     hang (-hung-hung) 
v. 걸다

정답  3  

문제풀이 

아이스박스는 텐트 안에 있다고 했는데 밖에 나와 있으므로 정답은 3 번이다.

총 어휘 수  168

07  부탁한 일

소재  친구에게 잠시 가방 맡기기

듣기 대본 해석

여: Jeff, 늦어서 진짜 미안해.

남:  진심으로 걱정했잖아. 네가 못 오는 줄 알았어. 전화도 해봤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여:  그게, 택시를 타서 반쯤 왔을 때 휴 폰을 집에 놔두고 왔다는 걸 알아차려서 

다시 가야 했어. 게다가 오는 도중에 차도 좀 막혔어.

남: 맞아, 금요일 저녁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막혀.

여: 몰랐어. 아, 버스 정류장 주변에 혹시 편의점 있어?

남: 저 쪽에 하나 있어. 왜?

여:  휴 폰 가지러 집에 다시 갔을 때 충전기를 깜박하고 안 가져왔어. 하나 사야 

돼. 내 가방 좀 봐줄래?

남: 알겠어. 여기서 기다릴게.

여: 고마워. 몇 분 안 걸릴 거야.

어휘

traffic jam 교통 체증     convenience store 편의점     charger n. 

충전기     <문제> keep an eye 주시하다     

정답  3  

문제풀이

여자는 집에서 휴 폰 충전기를 놓고 와서 편의점에서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 동안 잠시 남자에게 자신의 가방을 봐(맡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3  ‘가방 맡아주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휴 폰 가지러 가기

2  휴 폰 충전하기

4  휴 폰 충전기 사주기

5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기 

총 어휘 수  136

08  이유

소재  집에서 공부하려는 이유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 Kate, 내일 볼 시험 준비됐니?

여: 아닌 것 같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 넌 어때?

남: 난 새로운 학생 센터에 있는 카페에서 계속 공부했어.

여: 아. 거기 어때?

남:  꽤 멋져. 거기에는 새로 연 레스토랑 몇 군데랑 탁구 테이블이 있는 레크레이션 

룸 그리고 농구 코트가 있어.

여: 단한 걸. 시험 끝나고 탁구 치러 가야겠다.

남: 거기에 생긴 새로운 피자가게도 정말 좋아.

여: 좋네. 그럼 거기서 점심 먹고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는 건 어때?

남:  나도 점심 먹고 싶어, 하지만 거기서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여: 정말? 왜 그런데?

남: 카페 테라스가 아직 공사 중이라 꽤 시끄러워.

여: 알았어. 그러면 나도 집에 가서 공부해야겠어.

어휘

recreation room 레크리에이션 룸, 오락실     awesome a. 굉장한, 

엄청난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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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새로 생긴 학생 센터에 있는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떠냐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카페 테라스가 아직 공사 중이라 시끄러워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남자가 집에서 공부하려는 이유는 5  ‘카페 

외부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시끄러워서’이다.

총 어휘 수  134

09  숫자

소재  토네이도 지역을 돕기 위한 기부

듣기 대본 해석

남:  DeLaney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요?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요.

여: 아, Taylor. 들어오렴. 무엇이 필요하니?

남: 지난주에 Kentucky주에 닥친 토네이도에 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 들었지. 끔찍했어. 많은 집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잖니.

남:  음, 많은 학생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기부하기 위해 모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3달러를 냈어요.

여: 정말 잘한 일이구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남:  저도 그러길 바라요. 모두들 도울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여: 25명의 학생 모두가 기부했다고? 꽤 많은 돈일 텐데.

남:  네. 여기 저희가 모금한 돈이에요.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를 신해서 돈을 

보내 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여: 물론이지. 나도 20달러를 기부할게.

남: 감사해요 DeLaney 선생님. 이 돈이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여: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Taylor.

어휘

destroy v. 파괴하다     donate v. 기부하다     pitch in ~을 기부하다

on one’s behalf ~을 신( 표)하여

정답  5  

문제풀이

25명 학생 모두가 3달러를 기부했으므로 75달러이고, DeLaney 선생님이 

20달러를 기부했으므로 여자가 토네이도 지역에 전달할 총 기부금은 

5  ‘$95’이다.

총 어휘 수  132

10  언급 유무

소재  브로콜리의 건강상 이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시작한 새로운 식단이 엄청나거든. 너는 어때? 

어떻게 하고 있어?

여:  너만큼 좋지는 않아. 나도 네 식단을 시도해야겠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어?

남:  나는 더 많은 야채를 먹고 있어. 너에게도 이걸 추천하고 싶어. 브로콜리가 

너한테 좋아.

여: 정말? 브로콜리에 어떤 건강상 이점들이 있어?

남:  어, 우선, 브로콜리는 녹는 섬유질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좋아. 

여: 알겠어. 또 다른 건?

남: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K가 가득한데, 그 비타민들은 뼈 건강을 증진

시켜줘. 브로콜리는 또한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산화방지제의 

훌륭한 원천이지. 

여:  단해. 나는 약간의 살도 좀 빼고 싶은데. 브로콜리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남:  물론 그럴 거야. 브로콜리가 섬유질로 가득하다고 말했던 것 기억해? 이건 

많은 칼로리를 먹지 않고도 네가 배부르게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해.

여: 와! 브로콜리는 정말 슈퍼푸드구나!

어휘

recommend v. 추천하다     benefit n. 이점     soluble a. 녹는

fiber n. 섬유질     antioxidant n. 산화방지제

정답  5  

문제풀이

브로콜리는 섬유질을 많이 함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비타민 C와 K가 많아서 

뼈 건강을 증신시키며 산화방지제가 있어 암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주어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식욕증진에 한 것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 번이다.

총 어휘 수  162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큰까마귀에 한 설명

듣기 대본 해석

남:  북쪽 지방의 까마귀로 널리 알려진 큰까마귀는 북반구에서 주로 발견되는 

크고 까만 새입니다. 이것은 까마귀 종류 중 가장 흔합니다. 사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종은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큰까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해 왔고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많아서 성가시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까마귀 생존 성공의 중요한 부분은 그것의 식습관에서 옵니다. 

이 새들은 썩은 살, 곤충, 곡물 낟알들, 베리, 과일, 작은 동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영양의 원천을 찾는 데 능하고 기회를 잘 잡습니다. 

까마귀는 단한 포식동물로 여겨져 왔고 전미 미식 축구 연맹의 Baltimore 
Ravens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스포츠팀의 마스코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휘

widely ad. 널리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     numerous 
a. 많은     pest n. 성가신 것, 해충     crucial a. 중요한     versatile a. 

다재 다능한     opportunistic a. 기회주의적인     nutrition n. 영양

grain n. 곡물, 낟알     predator n. 포식자, 포식동물 

정답  2  

문제풀이

큰까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해 왔다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인간과 공존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이다.

총 어휘 수  128

12  도표

소재  스포츠 센터 여름 프로그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여:  Garrett, 스포츠 센터에서 이번 여름 프로그램 시간표 받았어. 그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이번 여름에 운동 좀 하자고. 하루 종일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아쉬울 거야.

남: 맞아. 어떤 수업 보고 있어?

여: 수영 수업은 어때? 수영을 더 잘하고 싶어.

남: 사실 나 물 공포증이 있어.

여: 그럼 에어로빅은 어때? 재미있을 것 같아.

남: 괜찮을 것 같은데 수요일 밤에 독서 모임 있잖아.

여: 맞아.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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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수업이 저렴해서 좋네. 우리 부모님은 30달러보다 비싼 수업료는 내실 

여유가 없으셔.

여: 그럼 너는 어느 게 좋아?

남:  일단 화요일이랑 목요일 수업은 우리가 들을 수 없네. 고학년 애들을 위한 

거야.

여: 맞아. 그럼 이 수업 신청하자.

남: 좋은 생각이야.

어휘

afford v. 여유(형편)이 되다     sign up 등록하다     <문제> racquetball 
n. 라켓볼     

정답  4  

문제풀이 

두 사람이 같이 수강할 프로그램을 고르고 있다. 남자가 수영은 싫다고 했고, 

에어로빅은 독서 모임이 있는 수요일 밤이라 안 된다고 했으므로 4 번과 5 번이 

남는다.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은 연령이 더 높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 

듣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수강할 강좌는 4 번이다.

총 어휘 수  148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발을 다친 강아지

듣기 대본 해석

남:  여기 앉으세요. 당신의 강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 글쎄요, 제 로 걷지를 못해요.

남:  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아. 문제가 있네요. 왼쪽 발이 좀 부어 

올랐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 잘 모르겠는데요.

남:  다행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부기는 략 일주일 내외로 가라 앉을 

겁니다.

여:  일주일 내로요? 사실, 그는 다음 주에 Handsome Dog Contest에 

참가해야 해요.

남: Dog-Lovers Club이 주최하는 회 말씀이신가요?

여: 맞아요. 회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참가하지 못 할까 봐 걱정되네요.

남:  걱정 마세요. 오, 그러면 9일 남았네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괜찮아질 겁니다.

여: 다행이네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남: 3  아니에요, 그는 괜찮을 거예요. 회에서 행운을 빌게요.

어휘

swollen a. 부어 오른, 부은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host v. 

주최하다     participate v. 참가하다

정답  3  

문제풀이

강아지가 발이 부어서 회에 참여하지 못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걱정 말라며 그때까지는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마지막 응답은 3  ‘아니에요, 그는 괜찮을 거예요. 회에서 행운을 빌게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당신의 개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2  어디서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  왜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심했는지 말해 줄 수 있어요?

5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애완동물은 회에 참가할 수 없을 거예요.

총 어휘 수  142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경기 침체 극복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Goodman씨. 요즘 가게는 어떠세요?

남: 사실 요즘에 매출이 그리 좋지 않아요.

여: 유감이네요. 요즘 경기가 나쁘잖아요.

남: 네. 조만간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여: 어떻게 경기를 바꾸시려 하세요?

남: 제가 경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업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죠.

여: 말하자면 물건 가격을 낮추는 것 같은 건가요?

남:  음. 일간지에 쿠폰을 발행할까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에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요.

여: 아주 인정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가 아닐까요?

남: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러나 힘든 시기에 제가 사람들을 돕는다고 사람들이 

여길 것이고 그것이 단골 고객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 1  당신이 그럴 여유가 있는 한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어휘

lately ad. 최근에     economy n. 경기     lower v. ~을 낮추다     

accommodate v. ~을 수용하다     in a time of need 어려울(힘들) 때

loyal customer base 단골 고객층     <문제> loan n. 출, 부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경기는 좋지 않지만 일간지에 쿠폰을 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초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단골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므로 

이에 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당신이 그럴 여유가 있는 한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이다.

오답 보기 해석

2  당신이 단골 고객층을 갖고 있어서 좋네요. 

3  제가 출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4  그 판촉은 조금 도움이 됐다고 확신해요. 

5  광고는 개 꽤 효과적이에요.

총 어휘 수  146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그랜드캐니언 방문

듣기 대본 해석

여:  Casey는 뉴욕시에 살지만, 그녀는 Arizona주의 Tucson에 사는 그녀의 

친구 Danny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Casey는 긴 여행을 했고 

Danny는 그녀를 보고 반가워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도시를 관광 시켜 

줍니다. 모든 명소를 다 본 후, Casey는 Danny에게 그녀가 항상 그랜드

캐니언을 보길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그랜드캐니언으로 

출발하고 그 관광지를 보기 위한 훌륭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조금 있다가, Danny가 더 완벽한 경관을 보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서 

협곡을 돌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Casey는 높은 곳을 매우 두려워하고 

헬리콥터를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Casey는 Danny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Casey: 3  그거 재미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난 헬리콥터를 타지 않을래.

어휘

journey n. 여행     be delighted 반가워하다, 좋아하다     sight n. 

명소, 관광지     canyon n. 협곡     set out 출발하다     

<문제> check out 나가다, 체크아웃 하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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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문제풀이

Danny는 그랜드캐니언에서 더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 Casey에게 헬리콥터를 

타자고 제안하지만, Casey는 높은 곳에 한 공포가 있어 헬리콥터를 타지 

않길 원하는 상황이므로 Casey가 Dann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그거 재미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난 헬리콥터를 타지 않을래.’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우리 뉴욕 헬리콥터 투어를 하자.  

2  괜찮아. 나는 우리가 다음 헬리콥터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4  좋아. 나는 항상 위에서 그 협곡을 보길 원했어. 

5  그랜드캐니언 박물관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자. 

총 어휘 수  136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자신을 좀 더 정돈되게 하는 방법들

듣기 대본 해석

남:  당신은 자주 당신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당신이 단지 너무 정리를 못해서 모임 또는 약속을 

놓친 적이 있나요? 자, 저는 오늘 당신이 좀 더 독립적이고 정돈되도록 하는 

방법에 약간의 조언을 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첫째, 책상을 정돈하세요. 

물건을 모아 두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세요. 둘째, 당신의 업무를 기억하기 위해 달력, 일정 계획표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달력과 일정 계획표는 약간 구식이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정돈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은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의 일정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끝낼 필요가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할 일 목록은 

당신의 하루를 체계화할 좋은 방법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멋진 

스마트폰 앱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완수하세요. 

미루는 것을 멈추고 일정을 지키세요. 해야 할 일 목록에 그 항목을 위한 

시간 범위를 정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항목들을 합치세요. 당신이 

이러한 조언들을 따른다면, 저는 당신이 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리라 확신합니다.

어휘

frantically ad. 미친 듯이     hoarder n. 축적가     keep track of 
~을 계속 파악하다     follow through ~을 완수하다     

procrastinate v. 미루다, 질질 끌다     stick to ~을 계속하다, 고수하다     

combine v. 결합하다    

정답  16 3    17 4     

문제풀이

16  남자는 체계적인 생활을 위해 책상을 정리정돈 하거나 시간 계획을 짜는 

방법에 해 조언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3  ‘보다 체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조언들’이다.

17  달력, 일정 계획표, 스마트폰, 할 일 목록은 언급되었지만 시계에 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4  ‘시계’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할 일 목록의 필요성

2  자신의 책상을 정돈하는 방법

4  달력과 일정 계획표를 사용하는 이유

5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

총 어휘 수  175

DICTATION ANSWERS

01 Can you take my order / When will that be ready

02   Can we still get tickets / works at the ticket counter

03   to get hands-on experience / keep in mind that / are 
eligible for this opportunity / start a challenging, yet 
rewarding career

04   the benefi ts of running barefoot / improve your balance / 
your foot is cramped up inside / trying it out myself

05   check them out / starts making a clicking noise / what 
exactly is wrong with your car / errands I need to run

06   in the shade / I’ll go get it / Th at makes sense

07   you were going to make it / got halfway here / a traffi  c 
jam / I forgot to grab my charger

08  are you ready for the exam  / I’ll be studying all day / is 
still under construction

09  were completely destroyed / donate money to the 
victims / on our behalf 

10  broccoli is full of soluble fi ber / promote great bone 
health / without actually eating many calories

11   found mostly in the Northern Hemisphere / has coexisted 
with humans / fi nding sources of nutrition / great 
predator

12   sit inside all day doing nothing / My parents can’t 
aff ord anything / sign up for this one

13   His left  foot is a bit swollen / he’s supposed to take part 
in / participate in the contest

14   the way I do business / lowering your prices / in a time 
of need / build a loyal customer base

15   Aft er seeing all the sights / great spot to view the 
landmark / to get a more complete view / is very afraid 
of heights

16-17  how you can become more independent and 
organized / keep track of your tasks / make lists of 
things you need to do / follow through on all your 
plans / Set time frames



01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농구 수업에서 집중 연습할 기술

듣기 대본 해석

남: Ava. 농구 연습에서 오늘은 뭐에 집중할 거야?

여: 패스와 슛 중에서 골라야 돼.

남: 슛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 1  제안해줘서 고마워.

어휘
<문제> suggestion n. 제안

정답  1  

문제풀이

여자가 슛과 패스 중 어떤 것에 더 집중해서 연습할지 정해야 된다고 하자 

남자는 슛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추천했으므로 그에 한 여자의 답은 

1  ‘제안해줘서 고마워.’가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2  응. 나는 슈팅을 잘해.

3  괜찮아. 나 농구 별로 안 좋아해.

4  넌 오늘 농구 연습에 가야 해.

5  난 네가 농구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

총 어휘 수  35

02  짧은 대화의 응답

소재  악단에서 연주할 악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Max. 나 학교 악단에 시험 쳐 보기로 결심했어.

남: 좋은 생각이야! 어떤 악기를 연주할 건데?

여: 아마 금관악기를 연주할 건데 어떤 것을 할지는 확실치 않아. 

남: 2  네가 가장 잘하는 악기를 연주해.

어휘

marching band 악단     brass instrument 금관악기

<문제> tryout n. 오디션     relieve v. 없애주다, 덜어주다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악단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금관악기 중 어떤 악기로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므로 적절한 응답은 2  ‘네가 가장 잘하는 악기를 연주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내가 더 나은 연주자가 되도록 도와줘.

3  너 오디션에서 드럼을 쳐서는 안 돼.

4  악단 회는 이번 주말이야.

5  악기 연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아.

총 어휘 수  41

03  담화 목적

소재  국제 영화제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이곳 역사적인 Wilma Theater에서 

열리는 제 4회 국제 영화 축제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사를 받고 있는 

감독 Mark Young이 만든, 다음 상영작 Moonset Monarchy를 많은 

분들께서 기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영사기에 

기술적인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가 곧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한 시간 동안 미루고자 합니다. 지연된 것에 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이 특정 영화를 위해 구매하신 티켓은 환불을 해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휘

acclaimed a. 칭찬(호평)을 받고 있는     technical a. 기술적인     

film projector 영사기     momentarily ad. 곧, 금방, 잠깐 (동안)     

as of now 현재로서는     sincerely ad. 진심으로

정답  4  

문제풀이

남자는 영사기에 문제가 생겨서 영화 상영 시간이 늦춰졌음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4  ‘영화 상영 시간의 변경을 알리려고’이다.

총 어휘 수  96

04  대화 주제

소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Gilbert. 뭐하고 있어?

남: 안녕, Mary. 나 방금 건강과 관련 있는 새로운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어.

여: 건강이라고? 식습관에 관한 거야?

남: 아니, 그건 어떻게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에 관한 거야. 

여: 흥미롭게 들리네. 

남:  우리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단순한 일들을 매일 할 수 

있어. 사람들은 효과를 바로 원해서 우리가 하는 것과 먹는 것들의 장기적인 

효과를 무시하는 거야. 

여: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향하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네가 

추천하려는 첫 번째 것은 뭐야?

남: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생활에서의 목록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없애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해. 

여:  그럼, 그 목록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음식, 사람, 일, 취미,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다루는 꽤 많은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하는구나, 

그렇지? 

남: 그래, 정확해.

어휘

significant a. 중요한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ignore v. 무시하다     long-term effect 장기적 효과     stuff n. 물건, 

물질     recommend v. 추천하다     path n. 길, 방향     inventory 
v. ~의 목록을 만들다  n. 목록, 재고     figure out 이해하다, 알아내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정답  1  

문제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방금 읽기 시작한 오디오북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다. 단순한 

일들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면서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 화의 주제는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총 어휘 수  157

2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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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1222020 수능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



05  대화자의 관계 파악

소재  책자 사진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남: 들어오세요.

여: 안녕하세요, Anderson씨.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어요.

남: 네, Stacy.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서 이 배치를 좀 살펴봐 주세요.

여: 오, 정말 좋은데요!

남:  잘됐네요. 이제 책자에 쓸 사진 두어 장을 고르는 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  이 두 장이 정말 훌륭하네요. 이 사진들이 영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가장 

잘 포착해내는 것 같아요.

남:  기사가 당신의 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당신의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진들을 찍었어요.

여:  당신과 일하는 것이 정말 신나요. 당신 사진들은 저를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남: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신다니 기뻐요. 감독에게 넘기기 전에 몇 장 더 찍어야 

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액션을 주제로 찍을까요?

남: 네. 스튜디오로 세 시까지 오세요.

여: 제가 네 시에 약속에 있으니 한 시간 더 일찍 만나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어휘

layout n. 배치, 설계     shot n. 촬영, 사진     represent v. 표현하다, 

나타내다     hand over 넘겨주다     appointment n. 약속

정답  1  

문제풀이 

남자가 기사에 쓸 여자의 사진을 찍었고 여자는 영화와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1  ‘사진작가 — 여배우’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보기 해석

2  예술품 수집가 — 영화 감독 

3  기자 — 인터뷰 상자

4  광고인 — 편집자

5  모델 — 교수

총 어휘 수  152

06  그림의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교사 휴게실 안내

듣기 대본 해석

여: 저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Brown씨. 학교 안내를 해 드릴게요.

남: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 방은 뭐죠?

여:  여기는 교사 휴게실이에요.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예요.

남: 우와, 꽤 좋아 보이네요. 저기 뒤에 있는 건 스낵 자판기인가요?

여: 맞아요. 왼쪽 벽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도 두  있어요.

남: 좋네요. 이 탁자에 있는 건 뭐죠?

여:  여기서 가끔 편하게 회의를 해서 의자 두 개와 필요할 때 전화 회담에 사용

되는 전화기가 탁자 위에 있어요.

남: 좋네요. 자판기 옆의 게시판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 조만간 있을 지구의 날 행사 포스터예요. 4월에 열려요.

남: 그럼 게시판은 다가오는 행사들을 홍보하는 건가요?

여:  맞아요. 가끔 다른 중요한 정보도 붙여 놓으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남: 그렇군요.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여: 다음엔 체육관으로 갈 거예요.

어휘

lounge n. 휴게실     relax v. 쉬다, 휴식을 취하다     snack machine 
스낵 자판기     casual a. 태평스러운, 편한     bulletin board 게시판

announce v. 발표하다, 알리다     periodically ad.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답  2  

문제풀이 

여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두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한 

만 있으므로 정답은 2 번이다.

총 어휘 수  173

07  할 일

소재  주말 계획

듣기 대본 해석

여: 시험 어땠니, Donald?

남: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점수 받을 거야.

남: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World Jazz 
Festival에 가도 될까요?

여: 오, 안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잊었니?

남: 무슨 말이요?

여: 우리는 집을 개조할 계획이야. 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단다.

남:  흠... 가면 안되겠네요. 그럼 신에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여:  그래, 하지만 일요일 아침은 안돼. 그때는 할머니를 찾아 뵈어야 하거든. 

편찮으시 .

남: 심각하신가요?

여: 아니야. 그저 독감이라고 말씀하시더구나.

남: 다행이네요! 걱정 마세요, 엄마. 할머니를 뵙고 나서 친구들을 만날게요.

여: 고맙다, Donald.

어휘

remodel v. 개조하다     serious a. 심각한     relief n. 안도, 안심

정답  5  

문제풀이

남자는 토요일에 World Jazz Festival에 가려고 했으나 집 수리를 돕기 위해 

가지 않기로 했으므로 정답은 5  ‘집 수리하는 것 돕기’이다. 할머니 방문하기는 

일요일 아침이다.

총 어휘 수  138

08  이유

소재  스터디 그룹 모임

듣기 대본 해석

남: Claire. 괜찮니? 너 우울해 보여.

여:  내일 중요한 화학 시험이 있는데, 나는 자료를 이해 못하겠어. 내일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남: 힘내. Ryan, Jason, Taylor와 나는 그룹 스터디를 시작했어. 너도 같이 하자.

여: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정말 뒤쳐져 있어.

남: 걱정 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해.

여: 진짜로 고마워.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

남: 우리는 오늘 밤 6시에 모일 거야. 너도 올 수 있지?

여:  흠... 나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오늘 밤 부모님이랑 밖에 나가기로 되어 

있어. 아버지 생신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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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알았어. 그럼 네가 나중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알려줘, 

알았지?

여: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휘

down in the dumps 우울한     material n. 자료     bother n. 
성가신 사람     appreciate v. 감사하다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정답  4  

문제풀이 

6시 스터디 모임에 나올 수 있냐는 남자의 질문에 여자는 아버지 생신이라 

부모님과 함께 나가야 해서 못 간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4  ‘부모님과 함께 

외출하기로 해서’이다.

총 어휘 수  137

09  숫자

소재  커피와 케이크 사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예요?

여:  5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판촉행사 진행 중이에요.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시면 한 잔 공짜로 드려요, 그러니까 5달러에 두 잔을 드실 수 있어요.

남:  잘됐네요. 그럼 제가 네 잔을 두 잔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아메리카노 네 잔 주세요.

여: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남:  네. 실은 오늘이 제 동료의 생일이라서 그에게 케이크를 사 주려고요. 초콜릿 

케이크는 얼마인가요?

여: 20달러예요.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나요?

남: 없어요.

여: 음. 다음 번 구매 시 10퍼센트 할인쿠폰을 드릴 수 있어요.

남: 감사해요.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어휘

run a promotion 판촉행사를 진행하다     buy one, get one free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무료로 더 받다     devil’s food cake 초콜릿 케이크 
purchase n. 구매

정답  3  

문제풀이

한 잔에 5달러인 아메리카노가 한 잔 사면 한 잔이 공짜이므로 네 잔의 가격이 

10달러이고, 20달러짜리 케이크를 산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3  ‘$30’이다.

총 어휘 수  119

10  언급 유무

소재  공연 에티켓

듣기 대본 해석

여:  여보, 우리가 제 로 된 좌석에 앉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남: 아니에요. 이 좌석 번호가 우리 티켓에 인쇄돼 있는 번호예요.

여:  그래요. 당신이 맞는 것 같아요. 연극이 곧 시작할 것 같아요. 휴 폰 

무음으로 했어요?

남: 물론이죠.

여:  당신은 배려심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난번 영화관에 갔을 때 기억나요? 

우리 뒷좌석에 있던 커플이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들은 우리 자리를 계속 

발로 차기도 했어요.

남:  네, 정말 매너가 없었죠. 안내 담당자가 세 번이나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었지요.

여:  네, 정말 짜증났었어요. 공연을 제 로 즐기기가 어려웠었어요. 당신이 

온 바닥에 음료를 다 쏟아서 우리 앞줄에 있던 사람들 신발이 다 젖었고 

끈적해진 것도 그 상황에 도움이 안됐죠.

남: 다시 상기시키지 말아요. 어쨌든, 이제 곧 공연이 시작할 것 같아요.

여: 좋아요. 지난번보다는 더 나은 경험이 되길 바라요.

어휘

considerate a. 배려하는, 사려 깊은     usher n. 좌석 안내원

annoying a. 짜증스러운     spill v. 쏟다, 흘리다

정답  4  

문제풀이

공연을 보러 온 두 사람은 휴 폰 무음으로 하기, 공연 중에 떠들지 않기, 앞 

좌석 발로 차기 않기, 음료수 쏟지 않기를 언급했지만 공연 시간을 지키는 것에 

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4  ‘공연 시간 지키기’이다.

총 어휘 수  147

11  내용 일치·불일치

소재  학교 에세이 회 공지

듣기 대본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과 교수단 여러분! 저는 해마다 열리는 제 20회 Maple 

고등학교 에세이 회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요즘 점점 더 주요 

뉴스가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에세이들은 1,000단어를 넘으면 

안 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참가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20일까지 참가해 주세요. 제일 잘한 세 편을 이달 말에 

발표하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1등은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2등과 

3등은 각각 200달러와 100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금과 함께 1등 

수상작은 도시 신문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참가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는 

환경을 위한 더 많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어휘

faculty n. 교수단, 교수들     announce v. 발표하다, 알리다

protect v. 보호하다     submit v. 제출하다     via prep. 통하여

award v. (상을) 주다, 수여하다     respectively ad. 각각     publish 
v. 출판(발행)하다

정답  2  

문제풀이

제출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  ‘제출은 학교에 직접 와서 해야 한다.’이다.

총 어휘 수  147

12  도표

소재  피아노 레슨 선택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보, 뭐 하는 중이죠?

여:  아이를 위한 피아노 레슨 전단지를 보고 있어요. Susan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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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Susan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녀의 일정이 꽉 차 있잖아요.

여:  그건 걱정 마세요. 바이올린 수업이 3월 29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론 

시간이 비어요.

남: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업 어때요?

여: 내 생각엔 그녀가 집에 너무 늦게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맞아요. 음,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몇 개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여: 목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매주 목요일엔 치과에 가야 하니까.

남:  좋아요, 그렇다면 그녀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딱 하나 있네요. 등록 

마감일이 언제죠?

여:  전단지에 3월 10일이라고 적혀있어요. 수업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야겠어요.

남: 오, 지금 당장 등록해요.

어휘

leaflet n. 광고용 전단지     deadline n. 기한, 마감시간     register v. 

등록하다

정답  4  

문제풀이 

Susan이 3월 30일부터 시간이 된다고 했으므로 1 번과 2 번은 제외된다. 

또한 6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업은 너무 늦다고 했으므로 5 번은 제외된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치과에 가야 한다고 했으므로 화요일, 목요일 수업인 

3 번도 제외되므로 정답은 4 번이다.

총 어휘 수  162

13  긴 대화의 응답

소재  자전거 주차

듣기 대본 해석

남: 기분이 안 좋아 보여, Nora. 무슨 일이니?

여:  낮에 학교에서 내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나에게 아주 소중한 건데 학교에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사 주셨거든.

남: 뭐? 네가 항상 타던 그 검은색 자전거?

여: 맞아.

남: 어떻게 된 거야?

여:  법학관 옆에 주차했어.

남: 너 자전거를 지정된 자전거 주차 구역에 둔 거니?

여: 지정된 자전거 주차 구역? 무슨 말이니?

남:  아, 너 새로운 규정에 해 듣지 못했니? 캠퍼스 안에서 지정된 구역에만 

자전거 주차가 허용돼.

여: 그러면 내가 잘못된 장소에 주차해서 견인된 거야?

남: 그럴 수도 있지.

여: 다시 찾으려면 어떡해야 하지?

남: 5  먼저, 가서 네가 주차한 곳이 지정된 구역인지 확인해봐.

어휘

designated a. 지정된     regulation n. 규정

정답  5  

문제풀이

여자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남자는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에 해 말해주었고, 여자는 어떻게 자전거를 찾아야 

되는지 물었다. 그러므로 주차했던 곳이 지정된 곳인지 알아보라고 말하는 

5  ‘먼저, 가서 네가 주차한 곳이 지정된 구역인지 확인해봐.’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보기 해석

1  위층의 다른 주차 구역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2  네 자전거 잠시만 써도 될까? 

3  자전거 탈 때 항상 헬멧을 써야 해.

4  법학관에 가면 이 책 반납해줄래?

총 어휘 수  127

14  긴 대화의 응답

소재  X-Cross 운동 시작하기

듣기 대본 해석

여: 안녕, Louis! 너를 여기서 볼 것이라고 기  못했는데. 무슨 일이야?

남:  안녕, Francis. 네가 너의 규칙적인 X-Cross 운동에 해 얘기해서, 

궁금해졌거든.

여: 그렇구나. 시작해보려고?

남:  그럴까 해. 네가 나에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더 행복한지 

말했잖아. 나의 삶에 그런 종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 음, X-Cross가 너를 훨씬 건강하게 해 줘. 또한 너의 정신에도 좋아.

남:  맞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어. 나는 정말로 지난 몇 년 

동안 내 마음 로 했거든.

여: 음, 이 프로그램이 너에게 딱 맞는 것 같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때?

남: 그래야겠어. 오늘 등록할 거야.

여: 멋져. 네가 시작하는 것을 도와 줄게.

남:  고마워. 하지만,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에서 

내가 잘 할거라 생각하니? 

여: 3  물론이지. 너는 쉬운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어.

어휘

exercise routine (규칙적인) 운동     get in shape 좋은 몸 상태(몸매)를 

유지하다     let oneself go 자제력을 잃다     give it a shot 시도해 보다

sign up 등록하다

정답  3  

문제풀이 

남자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는데 자신 없어하고 있고, 여자는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자신이 잘 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적절한 여자의 

응답은 3  ‘물론이지. 너는 쉬운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균형 잡힌 식단이 네가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

2  절  아냐!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4  괜찮아. 초보자들을 위한 수업은 없어.

5  문제 없어. 너는 훨씬 더 강해졌고, 건강해졌어.

총 어휘 수  152

15  상황에 적절한 말

소재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

듣기 대본 해석

여:  지난달, 거 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며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Bella는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돈과 다른 것들을 모으기 위해 모금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옷과 통조림 제품 그리고 돈을 기부하기 위해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Nathaniel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Bella는 Nathaniel이 사실 지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자선

단체에 그가 모은 돈을 전부 기부했다는 것을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Bella가 Nathaniel을 보면, 그녀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Bella: Nathaniel, 5  네가 그렇게 큰 기부를 했다니 단해.

어휘

massive a. 거 한, 심각한     property n. 재산

hold a fundraiser 모금행사를 열다     disaster n. 재난, 재해     

donate v. 기부하다     canned goods 통조림 제품     charity n. 

자선단체     victim n. 피해자, 희생자     <문제> let down 실망시키다     

cause n. 의명분, 취지     contribution n. 기부금, 성금     

100  



정답  5  

문제풀이

Bella는 친구인 Nathaniel이 기부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가 그가 모은 돈을 

다 기부한 것을 알고 기쁨을 표하려 하므로 정답은 5  ‘네가 그렇게 큰 기부를 

했다니 단해.’이다.

오답 보기 해석

1  자선기금 마련을 도와주겠니?

2  너는 정말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돼.

3  나는 가끔 나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실망을 해.

4  왜 우리의 좋은 취지를 지지하지 않으려는 거니? 

총 어휘 수  124

16  담화 주제  /  17  세부 내용 파악

소재  글램핑의 좋은 점

듣기 대본 해석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레크리에이션 캠핑에 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자연과 최 한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사용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캠핑을 물이 새는 텐트, 

축축한 침낭, 그리고 맛없는 음식이 연상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러한 

불편은 캠핑카와 레저용 자동차들의 출현을 낳았습니다. 요즘 새로운 캠핑 

유행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름은 ‘글램핑’입니다. 이 단어는 ‘글래머’와 

   ‘캠핑’을 섞은 단어예요. 글램핑을 가면 텐트를 치거나 침낭을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글램핑은 오두막이나 미리 세워진 

텐트 또는 나무 위 오두막 안에서 자연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글램핑을 가기 

위해서 일상의 호화로움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취미는 캠핑의 

불편함 없이 시골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램핑은 전기, 샤워시설, 그리고 화장실까지 제공해 줍니다. 또, 글램핑을 

할 때 제공되는 조리 기구들로 쉽게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휘

recreational a. 레크리에이션의, 오락의     associate v. 연상하다, 

연관 짓다     leaky a. 새는, 구멍이 난     damp a. 축축한     

inconvenience n. 불편     glamour n. 화려함     assemble v. 

조립하다     luxury n. 호화로움, 사치     equipment n. 장비

정답  16 3    17 4

문제풀이

16  기존 캠핑의 불편한 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캠핑인 글램핑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는 3  ‘글램핑이라는 새로운 캠핑 추세’가 

된다.

17  글램핑은 미리 쳐진 텐트나 오두막에서 한다고 했고, 전기, 샤워시설, 화장실이 

제공된다고 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4  ‘난방기기’이다.

오답 보기 해석

16

1  글램핑을 할 때의 안전의식

2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

4  캠핑을 할 때 불편을 피하는 방법

5  글램핑이 환경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총 어휘 수  186

DICTATION ANSWERS

01  choose between passing and shooting

02   I decided to try out / What instrument are you going 
to play

03   the next fi lm to be screened / technical diffi  culties with 
our fi lm projector / sincerely apologize for the delay

04   keep your body and mind healthy / the long-term 
eff ects / get rid of the rest   

05   expecting you / represented your character / handing 
them over to the director / have an appointment

06   along the left  wall / on the bulletin board / takes place 
in April / check it periodically

07   get a good grade / planning to remodel the house / 
visit your grandmother / Th at’s a relief

08  You look down in the dumps / I’m really far behind / 
go out with my parents / let me know

09  running a promotion / four for the price of two / buying 
him a cake / Do you have any coupons

10  put your cell phone on silent / Th ey kept kicking our 
seats / spilled your drink / Don’t remind me

11   Environmental issues are making headlines / they 
must be submitted / please have your entries in by / 
Along with the prize money

12   Her schedule is full / not to come home so late / go to 
the dentist every Th ursday

13   lost my bike on campus / in a designated bicycle parking 
area / my bike was picked up / get it back

14   how great you feel / make you a lot healthier / give it a 
shot / sign up  

15   lost their homes and property / raise money / attended 
the event / did not seem to care / help the earthquake 
victims

16-17  as close as possible to nature / they associated it 
with / assemble a tent / without the discomfort of 
camping / cooking equipment that’s provided for 
you

20회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