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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 1 
Answer Key

01 ①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④ 10 ④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③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The box is in the lower left corner and the circle is in the upper
right corner.

Translation
사각형은 왼쪽 하단에 있고 원은 오른쪽 상단에 있다.

Clue
lower left 왼쪽 하단  

upper right 오른쪽 상단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Where can I get the information?
W	 Why don’t you go to the bookstore? 
M	 Where is a big store?
W	 On the corner of Main and Third, across from the park.

Translation
남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죠?

여	 서점에 가보지 그래요?

남	 큰 서점이 어디 있나요?

여	 공원 건너편, 메인 가와 3번 가의 모퉁이에 있어요.

Clue
information 정보 

Why don’t you ~? ~하는 게 어때? 

bookstore 서점       

on the corner 모퉁이에 

across from ~ 건너에

03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Welcome to the music concert.
W	 Thank you. I’ve been waiting to see this show for a while.
M	 Yes, Mrs. Kelly is one of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W	 Yes, I know. That’s why I came to this conc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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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음악 공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이 쇼를 보기 위해 한동안 기다렸어요.

남	 네, 켈리 여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 중 한 분이시죠.

여	 알아요. 그래서 이 공연에 온 거에요. 

Clue
남자는 음악 공연에 온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켈리 여사는 one of the best 
singers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업이 가수(singer)임을 알 수 있다.

concert 공연 

for a while 한 동안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When can I see you?
M	 How about seven thirty?
W	 Sounds good. See you then.

Translation
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남	 7시 30분 어때요?

여	 좋아요. 그때 봐요.

Clue
seven thirty만 제대로 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seven thirteen과 혼

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How about ~? = What do you think about~?  

0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I really don’t like this apartment. 
M	 What don’t you like about it?
W	 It’s the traffic noise. That makes me tired. I cannot sleep 

with all that noise.

Translation
여	 나는 이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남	 뭐가 맘에 안 드세요?

여	 차 소리요. 정말 짜증나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Clue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짜증을 느끼고 있다.

traffic 교통 

noise 소음

make someone tired  ~를 짜증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0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How much is a watermelon?
M	 It’s 59¢ per kilogram.
W	 I’ll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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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수박 하나에 얼마에요?

남	 킬로그램당 59센트입니다.

여	 그걸로 살게요.

① 집에서 ② 식당에서 ③ 거리에서 ④ 상점에서

Clue
대화가 일어난 장소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물건의 가격을 묻는 How much~?
라는 표현과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답해주는 상황으로 보아 market에서의 대화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watermelon 수박

per ~당 

kilogram 킬로그램(무게 단위)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don’t know how I’m going to move all these!
M	 I’d be glad to help you.
W	 Would you? I’m so glad you’re here. Let’s start with my 

room.

Translation
여	 이걸 다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겠어!

남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거야.

여	 그래? 네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 방부터 시작하자.

Clue
move 옮기다, 이사하다

I’d be glad to help you. 기꺼이 돕겠습니다.

be glad to ~ ~하는 것을 기뻐하다 

start with ~부터 시작하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W	 Excuse me. How much is this cup?
M	 It’s 3 dollars. If you buy two cups, I’ll give you both of 

them for 5 dollars.
W	 OK. I’ll buy two cups.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이 컵 얼마죠?

남	 3달러에요. 2개 사시면 5달러에 드릴게요.

여	 좋아요. 두 개 살게요. 

① 3달러 ② 4달러 ③ 5달러 ④ 6달러

Clue
한 개에 3달러이므로 두 개면 원래 6달러이지만, 두 개를 사면 5달러(both of 
them for 5 dollars)에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both of ~  ~ 둘 모두

09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You look blue. What’s up?

M	 I miss home - my family, friends, food...
W	 Who do you miss the most?
M	 I miss my parents the most. I really want to see them.

Translation
여	 너 우울해 보인다. 무슨 일이니?

남	 집이 그리워 - 가족, 친구들, 음식...

여	 누가 제일 보고 싶은데?

남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어. 정말 뵈었으면 좋겠어.

Clue
blue, miss, want to see 등에서 남자는 외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lue 우울한  

What’s up? 무슨 일이야?

miss 그리워하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do you do?
	 W	 How do you do?
②	 M	 How are you?
	 W	 Fine thanks, and you?
③	 M	 Take care.
	 W	 You, too.
④	 M	 See you later.
	 W	 Thank you.

Translation
① 남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② 남	 안녕하세요?

	 여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요?

③ 남	 잘 지내세요.

	 여	 잘 지내세요.

④ 남	 다음에 봅시다.

	 여	 고맙습니다. 

Clue
See you later에 대한 응답으로는 See you later가 적당하다. See you 
soon과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This dessert is so delicious.
W	 Let me try a little of that.
M	 What do you think?
W	 Hmm. Can I have some more?

Translation
남	 이 디저트 정말 맛있다.

여	 조금 먹어볼게.

남	 어때?

여	 흠. 더 먹어도 돼?

리스닝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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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Can I have some more?는 It’s so good. I want some more.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dessert 디저트

try 맛보다

12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It is getting cold here.
W	 Yes, it is.
M	 Don’t you think somebody should turn the heater on?
W	 I think so, too. Yeah, I’ll do it.

Translation
남	 여기 점점 추워지네요.

여	 그렇네요.

남	 누군가가 난로를 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할게요.

Clue
somebody 어떤 사람, 누군가

turn something on ~을 켜다 

heater 난로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Oh, no! I’m out of money.
M	 Don’t worry. I have some cash on me.
W	 Are you sure you have enough for all this food?
M	 Yes, I’m pretty sure.

Translation
여	 어, 이런! 돈이 없어.

남	 걱정 마. 나한테 현금이 좀 있으니까.

여	 이 음식 값을 내기에 돈이 충분한 것 확실해?

남	 응, 확실해.

Clue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여자는 돈이 없다는 것을 out of 
money라고 표현했다.

be out of ~가 떨어지다 

cash 현금

enough 충분한 

pretty 꽤, 상당히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That was a very nice meal.
M	 Please let me pay the bill.
W	 Oh, no. Let me take care of it.
M	 Thank you. I really enjoyed the meal.

Translation
여	 정말 근사한 식사였어.

남	 내가 계산할게.

여	 아니야, 이건 내가 살게.

남	 고마워. 음식 정말 맛있었어.

Clue
meal 음식, 식사 

pay the bill 계산을 하다

take care of ~을 처리하다, 보살피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love Shakespeare’s work.
W	 Me, too.
M	 Why do you like it?
W	 It makes me feel good when I read it.
M	 That’s why I like it, too.

Translation
남	 난 셰익스피어 작품이 좋아.

여	 나도.

남	 왜 좋은데? 

여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

남	 나도 그래서 좋아해.

Clue
여자의 말 It makes me feel good when I read it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 love this food.
W	 I like it, too. But I prefer rice.
M	 I like rice, too. How about pizza? Do you like it? 
W	     

Translation
남	 이 음식 맛있네요.

여	 맛있긴 한데, 전 밥이 더 좋아요.

남	 저도 밥 좋아해요. 피자는 어때요? 피자 좋아하세요?

여	

① 밥은 맛있어요. 

② 밥을 좋아하지 않아요. 

③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④ 네, 햄버거 좋아해요.

Clue
prefer ~을 (...보다) 좋아하다 

favorite 특히 좋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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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Today is my 60th birthday.
W	 Congratulations.
M	 I think 60 is still young.
W	 You still look good for your age.
M 

Translation
남	 오늘이 내 60번째 생일이에요.

여	 축하해요.

남	 60살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여	 나이에 비해 아직 좋아 보이세요. 

남	

① 저도요. ② 고맙습니다. ③ 저도 그래요. ④ 죄송합니다. 

Clue
You still look good for your age라는 여자의 칭찬에 남자는 감사하다고 응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for one’s age 나이에 비해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ad trouble getting the classes I need for this semester. 

They were already filled. I shouldn’t have waited until the 
last minute.

W	 You should remember that next time. 

Translation
남	 	이번 학기에 필요한 과목 수강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전부 수강

완료가 되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	 다음에는 이번 일을 꼭 기억 하세요. 

Clue
semester 학기

filled 가득찬

wait until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 

19	 문제유형	:	장소
Script
There was a baker’s shop in London. On Sunday morning in 1666, 
the shop caught fire. The baker could not put the fire out. London 
had no fire department at that time. People tried to put the fire out 
by themselves. But most of London burned in three days. 

Translation
런던에 제과점이 하나 있었다. 1666년 어느 일요일 아침, 제과점에서 불이 

났다. 제빵사는 불을 끌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런던에는 소방서가 없었다. 사

람들은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런던의 대부분이 삼일만에 

불에 타버렸다. 

① 제과점 ② 소방서 ③ 런던 ④ 집

Clue
두 번째 문장에서 1666년 어느 날 아침 한 제과점에서 불이 났다고 했다. 

baker’s shop 제과점(bakery)

catch fire 불이 나다   

put out 끄다

fire department 소방서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ow do you cross a river? A bridge is the best way. In some 
places, there are no bridges. Then there may be a ferry. A ferry 
is the boat that takes people and cars across water. 

Translation
여러분은 강을 어떻게 건너십니까? 다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곳

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람선이 있을 것입니다. 유람선은 사람들

과 자동차를 강 건너까지 실어다 주는 배입니다.

Clue
다리가 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A bridge is the best way)이라고 

했다.

cross 가로지르다, 건너다   

ferry 유람선   

across ~를 가로 질러 

TEST   02
Answer Key

01 ①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6 ③ 07 ③ 08 ③ 09 ② 10 ②

11 ② 12 ③ 13 ④ 14 ③ 15 ③

16 ③ 17 ① 18 ② 19 ① 20 ①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Room 501 is?
M	 Sure. Go to the end of the hall and turn left. It’s on the right.
W	 On the right?
M	 Yes.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501호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남	 네, 이 복도 끝까지 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501호실은 오른쪽에 있어요.

여	 오른쪽에요?

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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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hall 복도

the end of ~ ~의 끝

02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Excuse me. May I look at that watch?
W	 This gold one?
M	 No, the one with a black band.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저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	 이 금장 시계요?

남	 아니오, 검정 밴드 시계요.

Clue
band 밴드, 끈, 띠

0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How did you like the movie?
W	 It was OK. But, I already saw it before.
M	 Then, why did you go to see it again?
W	 It was so interesting and I wanted to see it once more.

Translation
남	 영화 어땠어?

여	 괜찮았어. 하지만 나는 전에 이미 봤어.

남	 그렇다면 왜 또 보러 갔어?

여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

Clue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영화를 다시 보러 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once more 한번 더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W	 Excuse me. Are these pants on sale?
M	 Yes, ma’am. The large pants are 5 dollars and the small 

pants are 3 dollars.
W	 I’d like to buy a large and a small one.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이 바지 세일 중인가요?

남	 네, 부인. 큰 사이즈는 5달러이고 작은 사이즈는 3달러입니다.

여	 큰 바지 하나랑 작은 바지 하나를 살게요.

① 5달러 ② 8달러 ③ 11달러 ④ 3달러

Clue
작은 사이즈 바지 3달러, 큰 사이즈 바지 5달러를 합하면 8달러이다.

pants 바지

on sale 세일 중인

0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I’m sorry, I did that to you.
W	 You made a mistake.
M	 I didn’t want to make you angry.
W	 Well, you did.

Translation
남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해.

여	 네가 실수 한 거야.

남	 널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

여	 그렇지만 기분 상했어.

① 사랑받는 ② 행복한 ③ 화난 ④ 슬픈

Clue
make a mistake 실수하다

make someone angry ~를 화나게 하다(upset)

0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I think the food is excellent here.
W	 Really? I don’t think so.
M	 Why not?
W	 It’s too spicy for me. I like French food better.

Translation
남	 여기 음식은 참 맛있는 것 같아.

여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	 나에게는 너무 매워. 나는 프랑스 음식이 더 좋아.

Clue
the food is excellent here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식당임을 알 수 

있다.

excellent 우수한, 아주 훌륭한

spicy 매운

07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How did you do on the math exam?
M	 I think I did better than I hoped for. I got a full mark!
W	 Really? So did I!

Translation
여	 수학 시험 어떻게 봤니?

남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 만점 받았거든!

여	 정말? 나도 만점 받았는데!

Clue
got a full mark와 So did I(I also got a full mark)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 

만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math exam 수학 시험

get a full mark 만점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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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	
Script
M	 I will be 30 years old this week.
W	 Wow, when is your birthday?
M	 Two days from now.
W	 What day is it today?
M	 It’s Tuesday.

Translation
남	 나는 이번 주에 서른 살이 돼.

여	 와, 생일이 언제인데?

남	 이틀 뒤야.

여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남	 화요일.

① 화요일 ② 수요일 ③ 목요일 ④ 금요일

Clue
오늘이 화요일이고 남자의 생일은 이틀 후이므로 생일은 목요일이다.

09 문제유형	:	관계	
Script
W	 May I take your order, sir?
M	 Yes, I’d like a hamburger.
W	 Something to drink?
M	 Coke, please.

Translation
여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남	 네, 햄버거 하나 주세요.

여	 마실 것은요?

남	 콜라로 주세요.

① 교사 - 학생 ② 고객 - 종업원

③ 의사 - 환자 ④ 부인 - 남편

Clue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이다.

take one’s order ~의 주문을 받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t’s really rainy today, isn’t it?
	 W	 Yes, it is.
② M	 Did you see the game on TV last night?
	 W	 I really like to play the game.
③ M	 What do you think of the music?
	 W	 It’s great.
④ M	 Which beach are you going to?
	 W	 I’m going to Sandy Beach.

Translation
① 남	 오늘 정말 비 많이 온다, 그지?

	 여	 응.

② 남	 어젯밤에 TV에서 그 경기 봤니?

	 여	 난 정말 그 경기하는 것을 좋아해.

③ 남	 그 음악 어떤 것 같아?

	 여	 아주 좋아.

④ 남	 어느 해변으로 가니?

	 여	 샌디 해변으로 갈 거야.

Clue
②는 어제 그 경기를 봤는지 묻는 질문이나, 응답은 내용과 시제 둘 다 맞지 않는다. 

beach 해변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ave you eaten lunch, yet?
M	 Not yet. Have you?
W	 I haven’t, either. Do you want to go and eat something?
M	 Sure. Let me just finish this first. This is kind of important.

Translation
여	 점심 먹었니?

남	 아직. 너는?

여	 나도 안 먹었어. 뭘 좀 먹으러 갈래?

남	 그래. 우선 이것만 끝내고. 좀 중요한 거라서.

Clue
finish 끝내다

kind of ~ 일종의 ~

12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Hi, I’m home. What’s for dinner?
W	 Sandwiches.
M	 Oh, you made sandwiches.
W	 No, I am calling the sandwich place.
M	 Oh, aren’t you going to cook?
W	 Sorry, but I’m too busy.

Translation
남	 안녕, 나 왔어. 저녁은 뭐야?

여	 샌드위치에요.

남	 당신이 샌드위치를 만들었구나.

여	 아뇨. 샌드위치 가게에 전화를 하려구요.

남	 당신이 요리하는 게 아니야?

여	 미안하지만 너무 바빠서요.

Clue
여자는 너무 바빠서(too busy) 요리하는 대신, 샌드위치 가게에 전화를 할 것이다.

call the sandwich place 샌드위치를 주문하다

cook 요리하다,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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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M	 I go see a movie.
W	 What else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M	 I go bowling sometimes.

Translation
남	 여가 시간에 뭐하니?

여	 영화 보러 가.

남	 그 밖에 또 여가 시간에 뭐하니?

여	 가끔 볼링을 치러가.

Clue
free time 여가 시간(spare time)

bowl 볼링을 하다, 공을 굴리다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m really sorry for what I have done.
M	 That’s OK.
W	 No, I mean it.
M	 Don’t worry. Forget about it.

Translation
여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남	 괜찮습니다.

여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남	 걱정마세요. 잊어 버리세요.

Clue
Don’t worry. Forget about it을 통해 남자가 용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at I have done 내가 한 일 
forget about ~ ~에 대해 잊다 

15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You swim very well.
W	 Thank you.
M	 That’s a very nice swimming pool.
W	 Thank you. I like swimming.
M	 So do I.

Translation
남	 수영 참 잘 하시네요.

여	 고맙습니다.

남	 참 좋은 수영장이군요.

여	 고마워요. 저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남	 저도 좋아합니다.

Clue
swimming pool, swim을 통해 여자가 수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You look very nice today.
W	 Thank you.
M	 Do you need some help?
W	 Thank you. That’s very nice of you.

Translation
남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여	 고마워요.

남	 뭘 좀 도와 드릴까요?

여	 고마워요. 참 친절하시네요.

Clue
That’s so[very] nice of you. = You are so nice[kind].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Can I help you?
M	 Yes, please. I have a terrible headache.
W	 How long have you had it?
M	

Translation
여	 도와 드릴까요?

남	 네. 머리가 심하게 아파요.

여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나요?

남	

① 약 이틀 동안이요.

②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요.

③ 아마도 내일이요. 

④ 확실히 그렇습니다.

Clue
terrible 심한, 끔찍한  

headache 두통

18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How do you like your new apartment?
W	 It’s quite good.
M	 Is there a tennis court in the apartment?
W	 Sure. There is a big park around it, also.
M	 Wow! It must be great.

Translation
남	 새 아파트가 어때?

여	 아주 좋아.

남	 아파트에 테니스 코트도 있니?

여	 물론이지, 그리고 주변에 큰 공원도 있어.

남	 와!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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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It’s quite good에서 여자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urt 코트, 경기장

quite 꽤, 상당히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 year has four parts. They are called the four seasons. They’re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The seasons change in different 
ways in different places. In some places, it never snows in the 
winter. The leaves stay green all year round. But the year still 
changes through four seasons.

Translation
일 년에는 네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계절이라고 불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계절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뀐다. 어떤 곳에서는 눈이 

전혀 오지 않고, 일년 내내 나뭇잎이 푸르다. 그래도 여전히 일 년은 사계절

에 걸쳐 변화한다.

Clue
1년은 4계절로 바뀌는데,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four seasons 사계절   

all year round 일 년 내내 

leaf 나뭇잎 (복수형 leaves)

change 변하다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Venice is built on about 100 small islands. The islands are made 
of soft mud. Many people moved to the mud island. There, they 
began to build a city. Venice grew into a large and beautiful 
city. It was called the Queen City.

Translation
베니스는 약 100여개의 작은 섬 위에 만들어 졌다. 그 섬들은 부드러운 진

흙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진흙섬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 사람

들은 도시를 짓기 시작했다. 베니스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해서 

Queen City라고 불렸다. 

Clue
마지막 두 문장에서 베니스가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해서 Queen City라고 

불렸다고 했다.

island 섬  

be made of ~ ~로 구성되다

soft 부드러운   

mud 진흙   

begin to ~하기 시작하다

build 세우다, 만들다   

grow into ~로 자라다, 성장하다 

TEST   03
Answer Key

01 ① 02 ① 03 ③ 04 ① 05 ①

06 ② 07 ① 08 ④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④ 17 ② 18 ③ 19 ② 20 ③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Mr. Smith,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M	 Sure.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restroom is at the end 

of the hall.
W	 Thanks a lot.

Translation
여	 스미스 씨,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	 그럼요. 똑바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도세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여	 감사합니다.

Clue
방향에 관한 어휘인 go straight, turn right/left 등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restroom 화장실

hall 복도, 통로

02 문제유형	:	인물	묘사	
Script
W	 Look at this! It’s my high school photo album.
M	 There’s a picture of the whole class. Which one is you?
W	 The pretty girl wearing glasses with long hair in a pony tail.

Translation
여	 이것 좀 봐! 내 고등학교 앨범이야.

남	 반 전체가 찍은 사진이 있네. 어떤 사람이 너야?

여	 안경 쓰고 긴 머리를 위로 올려 묶은 예쁜 여자애.

Clue
photo 사진

whole 전부의, 전체의 

pony tail 뒤에서 묶어 위로 올린 머리

0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	 I plan to go to the library to work on my report.
W	 What’s the report about?
M	 It’s about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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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남	 보고서 쓰러 도서관에 갈 생각이야.

여	 무엇에 대한 보고서인데?

남	 건강에 대한 보고서야.

Clue
to work on my report에서 도서관에 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weekend 주말

work on ~을 연구하다 

report 리포트, 보고서

health 건강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Hurry up. We are going to be late.
M	 Late for what?
W	 We are going to the opera.
M	 I thought it was at 9:00 p.m.  
W	 No, it’s at 7:30 p.m.

Translation
여	 서둘러. 늦겠어.

남	 뭐에 늦는다는 거야?

여	 오페라 보러 가고 있잖아.

남	 9시에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여	 아냐. 7시 30분에 시작해.

① 오후 7시 30분 ② 오후 8시 

③ 오후 8시 30분 ④ 오후 9시 

Clue
남자의 말 I thought it was at 9:00 p.m.은 혼동을 노린 말이다.

05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Jane?
W	 Well, I might go to the movie theater.
M	 What’s showing at the movie theater?
W	 I don’t know, but I’d like to see an exciting movie. Why 

don’t you go with me?

Translation
남	 제인, 이번 주말에 뭐 할거야?

여	 음, 극장에 가려고 해.

남	 극장에서 무슨 영화를 상영하는데?

여	 몰라. 하지만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어. 나랑 같이 갈래?

Clue
movie theater 극장, 영화관 

exciting 재미있는

Why don’t you go with me? = Let’s go with me.

06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You look very tired. What’s the matter with you?
M	 There’s an exam tomorrow. And I didn’t study for the test.
W	 Why don’t you start studying?

Translation
여	 아주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남	 내일 시험이 있어요. 시험공부를 못했거든요.

여	 공부를 시작하지 그래요?

① 외로운 ② 걱정스러운

③ 피곤한 ④ 감사하는

Clue
남자는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 걱정스러울 것이다.

lonely 외로운

tired 피곤한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Are you from Seoul?
M	 I beg your pardon?
W	 I asked if you are a resident of Seoul.
M	 I’m staying in Seoul shortly, but I actually live in Pusan.

Translation
여	 서울 출신이신가요?

남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여	 서울에 거주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남	 저는 서울에 잠시 머물고 있구요, 사실은 부산에 살아요.

Clue
(I) beg your pardon? 뭐라구요?

resident 거주자

shortly 간단히, 짤막하게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W	 What’s the price of these apples?
M	 They’re one dollar each.
W	 I’d like to buy five apples.

Translation
여	 이 사과 가격은 얼마입니까?

남	 개당 1달러입니다.

여	 5개 살게요.

① 1달러 ② 2달러 ③ 4달러 ④ 5달러

Clue
한 개에 1달러이므로 5개는 5달러이다. 

What’s the price of these apples? 

= How much are these apples?

each 개당,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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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W	 The bus broke down on my way to school.
M	 That’s too bad.
W	 When I walked into the classroom, the class had started 

already.

Translation
남	 오늘 수업에 왜 늦었니?

여	 학교로 가는 도중에 버스가 고장이 났어.

남	 그거 안됐구나.

여	 내가 교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는 수업이 이미 시작했더라.

Clue
break down 고장나다

on one’s way to ~로 가는 도중에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Nice to see you.
 W	 Nice to see you, too.
②	 M	 Congratulations.
 W	 Thanks a lot.
③  M	 Excuse me.
 W	 I appreciate it.
④	 M	 I’m sorry.
 W	 That’s OK.

Translation
① 남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② 남	 축하합니다.

 여	 고마워요.

③ 남	 실례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④ 남	 죄송합니다.

 여	 괜찮아요.

Clue
congratulate 축하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ey, Bud. How’s it going?
M	 I’ve been pretty busy for the last two weeks, but I’m free 

now.
W	 Is that so? Cathy is having a party tonight at her house. Do 

you want to come?
M	 Sounds great. I’ll be there tonight.

Translation
여	 안녕 버드. 어떻게 지내니?

남	 지난 2주 동안은 아주 바빴는데, 지금은 한가해.

여	 그래? 오늘 저녁에 캐씨가 집에서 파티를 여는데, 갈래?

남	 좋지. 오늘 밤에 갈게.

Clue
pretty busy 굉장히 바쁘다

have[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12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I’m hungry. Can I get something to eat?
W	 Why don’t we go out to eat?
M	 Sounds good to me.
W	 There’s a good French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M	 OK. Let’s go there.

Translation
남	 나 배고파. 뭘 좀 먹을 수 있을까?

여	 외식하러 나가는 게 어때?

남	 좋은 생각이야.

여	 길 건너에 좋은 프랑스 음식점이 있어.

남	 좋아. 거기에 가자.

Clue
go out to eat 외식하러 나가다

French restaurant 프랑스 음식점

across the street 길 건너

13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What’s the problem?
W	 I have a terrible headache.
M	 Do you have a fever?
W	 Yes, a little.
M	 It seems you have the flu.

Translation
남	 무슨 문제입니까?

여	 머리가 심하게 아파요.

남	 열이 있습니까?

여	 네, 조금 있습니다.

남	 독감에 걸린 것 같군요.

① 교사 - 학생

② 엄마 - 아들

③ 의사 - 환자

④ 부인 - 남편

Clue
fever 열

flu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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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ave big news for you.
W	 What is it?
M	 My sister had a baby last night.
W	 Wow, that’s great. Congratulations.

Translation
남	 놀랄 만한 뉴스가 있어.

여	 그게 뭔데?

남	 나의 누이가 어제 밤에 아기를 낳았어.

여	 와, 좋겠다. 축하해.

Clue
have a baby 아기를 낳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t’s really hot in here. Don’t you think so?
W	 I’m alright.
M	 Well, can we open the window and get some fresh air?
W	 OK. It’s up to you.
M	 Thanks.

Translation
남	 실내가 너무 더워. 그렇지 않니?

여	 난 괜찮아.

남	 그럼,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도 될까?

여	 좋아, 그렇게 해.

남	 고마워.

Clue
창문을 열자는 남자의 제안에 여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므로, 남자는 창문을 

열것이다.

get fresh air 환기시키다

be up to ~ ~ 마음대로 하다, ~에 달려있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as it a girl or a boy?
M	 A girl. She weighs eight pounds and is very healthy!
W	 When will they come home from the hospital?
M	

Translation
여	 딸이야, 아들이야?

남	 딸이야. 체중이 8파운드이고 아주 건강해!

여	 언제 그들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 올까?

남 

Clue
미래의 시제로 묻고 있다. ①도 미래시제이나 내용이 맞지 않다. When(언제)라

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은 ④번 뿐이다.

weigh ~의 무게가 나가다

healthy 건강한

hospital 병원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ello. Is this Mrs. Jones?
W	 No, it is not.
M	 Is Mrs. Jones there?
W	 No, she isn’t here right now. Can I take a message?
M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존스 부인이세요?

여	 아닌데요.

남	 존스 부인 계세요?

여	 아니오, 지금 여기 안계십니다.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남 

① 환영합니다. ② 네, 그렇게 해주세요.

③ 기꺼이요. ④ 그거 안됐군요.

Clue
Is this Mrs. Jones? 전화 상에서는 Are you ~? 대신에 Is this ~?를 쓴다.

take a message 메세지를 받아 놓다

(It’s) My pleasure. 기꺼이 하겠습니다. 

18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화제	
Script
W	 My dad likes to walk our dog.
M	 Our cat is two years old and she is very fat. She loves to 

play with a toy mouse.
W	 We have a cat, too. He plays with the dog all day in the 

back yard.

Translation
여 우리 아빠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셔.

남	 우리 고양이는 2살인데 아주 뚱뚱해. 장난감 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

아해.

여	 우리도 고양이가 있어. 개랑 뒷마당에서 하루 종일 놀아.

Clue
개와 산책(to walk our dog), 뒷마당(back yard) 등으로 보아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alk the dog 개를 산책시키다 

all day 하루 종일

back yard 뒷마당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fire mountains are called volcanoes. There are holes inside 
of volcanoes. And it’s so hot that even the rocks melt.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Translation
Fire mountains는 화산이라고 불린다. 화산의 안에는 분화구가 있다. 그것은 

너무 뜨거워서 바위도 녹는다.

Clue
volcano 화산

inside of ~ ~안에는

rock 바위

melt 녹다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People need sunlight to live. Long ago people used the sun for 
heat, for light and for growing plant. They put windows in their 
houses for light and heat.

Translation
사람들은 사는 데 햇빛이 필요하다. 오래전 사람들은 태양을 난방, 빛, 식물 

재배에 이용했다. 그들은 빛과 열을 얻기 위해 집에 창문을 만들었다.

Clue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들이 빛과 열을 얻기 위해 창문을 만들었다는(put 
windows) 것을 알 수 있다.

sunlight 햇빛

long ago 옛날에

grow 기르다, 재배하다 

plant 식물 

TEST   04
Answer Key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② 14 ①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② 20 ②

01 문제유형	:	인물	묘사	
Script
W	 Guess who my father is in this picture.
M	 Give me a clue.
W	 He’s in his late forties. He’s very tall, and he doesn’t have 

much hair.

Translation
여	 이 사진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맞춰 봐.

남	 힌트를 줘 봐.

여	 40대 후반이셔. 키가 아주 크고 머리 숱이 없어.

Clue
guess 상상하다, 추측하다

clue 단서

in his late forties 그의 40대 후반에

02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May I help you?
M	 Yes, I’d like to buy a tie.
W	 How about this one?
M	 Well, I’d like to buy one with black and white stripes.

Translation
여	 도와 드릴까요?

남	 네, 넥타이를 하나 사고 싶어요.

여	 이것은 어떻습니까?

남	 음,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Clue
stripe 줄, 줄무늬

tie 넥타이 (= necktie)

0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Hello, Allard’s Pizza. How may I help you?
W	 I’m sorry I dialed the wrong number. I was calling for a 

taxi.
M	 No problem, Miss. Have a nice day.
W	 Same to you.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알라드 피자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 택시를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남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	 당신두요.

Clue
여자는 택시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잘못 걸어 피자집 점원과 통화하고 있다. 

dail the wrong number 전화를 잘못 걸다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Oh, no! We’re going to be late for class.
M	 What time is it now?
W	 It’s already 2:30 and the class starts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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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이런! 수업에 늦겠어.

남	 지금 몇 신데?

여	 벌써 2시 30분인데 수업은 3시에 시작해.

Clue
~ the class starts at 3:00에서 수업이 3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You did a good job. Very good!
M	 Thanks. I really like working here.
W	 I want you to keep up the good work.

Translation
여	 정말 잘했어요. 훌륭해요!

남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여	 계속 열심히 일해 주세요.

Clue
do a good job 일을 잘하다

keep up the good work	계속 열심히 하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Excuse me, sir. Could you help me?
M	 Yes, of course. What can I do for you?
W	 I am new in this school and want to see Dr. Phillips.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	 네, 물론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저는 이 학교에 처음인데요, 필립스 박사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Clue
new 새로 온, 익숙하지 않은

07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May I help you, ma’am?
W	 Yes, please. I’m looking for a cell phone. What do you 

have?
M	 Well, we have both the folding type and the sliding type.

Translation
남	 도와 드릴까요, 부인?

여	 네. 저는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남	 음, 폴더형과 슬라이드형 두 가지가 있어요.

Clue
휴대폰 가게에서 상인과 손님이 나누는 대화이다.

look for ~ ~을 찾다

fold 접히다, 포개지다

slide 미끄러지다 

type 유형, 종류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What time is it, Steve?
M	 It’s 6:30.
W	 We’d better hurry. The play starts in thirty minutes.

Translation
여	 스티브, 지금 몇 시니?

남	 6시 30분이야.

여	 서두르는 게 좋겠어. 연극은 30분 뒤에 시작하거든.

Clue
현재 시간은 6시 30분이고 연극은 30분 후(in thirty minutes)에 시작되므로 

연극이 시작하는 시간은 7시이다.

09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I just came back from the doctor.
M	 Why were you there?
W	 He said I need to lose weight.
M	 What are you going to do?
W	 I’m going to exercise.

Translation
여	 막 병원에 다녀왔어.

남	 병원엔 왜 갔는데?

여	 의사가 난 살을 빼야 한대.

남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여	 운동을 할거야.

Clue
lose weight 살을 빼다

exercise 운동하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ose computer is this?
 W	 I guess it’s Nancy’s.
② M	 What do you think it is?
 W	 It might be a tree.
③ M	 I like this singer very much.
 W	 Really? So do I.
④ M	 Where would you like to visit?
 W	 I went to Hawaii last year.

Translation
① 남	 이거 누구 컴퓨터니?

 여 낸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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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 그게 뭐라고 생각해?

 여 나무일거야.

③ 남 난 이 가수가 정말 좋아.

 여 정말? 나도 좋아.

④ 남 어딜 가고 싶니?

 여 작년에 하와이 갔었어.

Clue
④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I’d like to go to Hawaii라고 해야 올바른 응

답이다. 

11 문제유형	:	직업	
Script
M	 What can I do for you?
W	 I’d like to rent a house.
M	 Okay. How many bedrooms do you need?

Translation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집을 빌리고 싶어요.

남	 좋아요. 방이 몇 개나 필요하시죠?

Clue
rent, bedrooms 등의 단어에서 남자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rent a house 집을 빌리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Joe invited me to his birthday party this Saturday.
M	 Me, too. But I have to do my homework this weekend.
W	 I’m sorry to hear that. I am going to the party with Cathy.

Translation
여	 조가 이번 토요일에 자기 생일파티에 나를 초대 했어.

남	 나도. 하지만 이번 주말에 숙제를 해야 해.

여 안됐구나. 나는 캐씨와 함께 파티에 가려고 해.

Clue
invite 초대하다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다, 안됐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can’t believe you did that.
M	 I called to say I am sorry.
W	 You deleted all my computer files!
M	 I’m really sorry.

Translation
여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	 당신은 내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했어요!

남	 정말 죄송합니다.

Clue
to say sorry라고 했으므로 사과를 하는 것이다.

delete 삭제하다

14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W	 Are you ready to order, sir?
M	 Yes, one steak and one small french fries, please.
W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M	 Juice, please.

Translation
남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여	 네, 스테이크 하나와 감자튀김 작은 사이즈로 하나 주세요.

남	 마실 것도 드릴까요?

여	 주스를 주세요.

Clue
첫 문장인 Are you ready to order?를 통해 여자는 음식 주문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ere is your boat?
M	 There are some boats over there. Can you see them? It’s the 

blue one.
W	 OK. I can see it now. Is it between the red one and the 

yellow one?
M	 Yes, that’s right.

Translation
여	 네 보트는 어디에 있어?

남	 저기 배들이 있어. 보여? 내 것은 파란색이야.

여	 그래. 이제 보인다.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니?

남	 그래, 맞아.

Clue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보트의 색깔을 말해주고 있다.

over there 저쪽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hat’s the trouble, ma’am?
W	 The phone is not working.
M	 Let me check it. Hmm...
W	 Can you fix it no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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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무슨 문제입니까, 부인?

여	 전화가 고장입니다.

남	 제가 확인해 보죠. 흠...

여	 지금 고칠 수 있어요?

남	

① 물론이죠, 문제없어요.

② 아뇨, 이해할 수 없어요.

③ 그것이 올바른 것 같지 않군요.

④ 좋습니다.

Clue
check 확인하다

fix 수리하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Do you have a car?
M	 Yes, I do.
W	 What kind is it?
M	 It’s a sports car.
W	 Do you like it?
M	 Yes, I like it a lot.
W	 Why?
M	

Translation
여	 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	 네, 있습니다.

여	 어떤 종류입니까?

남	 스포츠차입니다.

여	 그것을 좋아하세요?

남	 네, 아주 좋아합니다.

여	 왜죠?

남	

①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② 정말 멋져 보이기 때문이에요.

③ 아주 재미있어요.

④ 아주 나빠 보여요.

Clue
cool 근사한, 멋진

expensive 값 비싼

18 문제유형	:	수치	능력-금액	
Script
M	 I bought this MP3 player yesterday. They gave me a big 

discount.
W	 How much was the original price?
M	 It was originally one hundred dollars.

Translation
남	 어제 이 MP3 플레이어를 샀어. 할인을 많이 받았어.

여	 원래 가격이 얼마였는데?

남	 원래 100달러였어.

Clue
give a discount 할인 해주다 

original price 원래 가격

19 문제유형	:	장소	
Script
You can think that fruits and vegetables come from the grocery 
store. But we just buy them at the grocery store. Somebody has 
to grow most of them. Many of the fruits and vegetables grow 
on farms.

Translation
여러분은 과일과 야채들이 식료품 가게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식료품 가게에서 그저 사는 것일 뿐이다. 누군가는 대

부분의 과일과 야채를 재배해야만 하다. 많은 과일과 야채들은 농장에서 재

배된다.

Clue
마지막 문장에서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들이 농장에서 재배된다고 했다.

vegetable 야채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  

come from ~에서 오다, ~에서 구하다 

grow 재배하다   

farm 농장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t’s very cold in January in Korea, but it’s the summer in New 
Zealand. The reason for the change in seasons is titling of the 
Earth’s axis. The earth revolves on its axis.

Translation
한국의 1월은 매우 추우나, 뉴질랜드는 여름이다.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지

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그 축을 중심으로 자전한다.

Clue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변한다.

tilt 기울어지다

the Earth’s axis 지구의 축

revolve 회전하다,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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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5
Answer Key

01 ②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① 08 ② 09 ④ 10 ①

11 ① 12 ② 13 ② 14 ③ 15 ②

16 ① 17 ① 18 ② 19 ② 20 ②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May I help you, sir?
M	 Yes, please. I’d like to buy a shirt.
W	 What kind of a shirt would you like?
M	 A sleeveless shirt.

Translation
여	 도와 드릴까요, 손님?

남	 네. 셔츠를 사고 싶어요.

여	 어떤 셔츠를 원하십니까?

남	 소매가 없는 셔츠요.

Clue
sleeveless 소매가 없는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Jan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W	 Yes, it’s on the corner of First and Main Street.
M	 Thank you.

Translation
남	 제인,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여	 응, 1번가와 메인가의 모퉁이에 있어.

남	 고마워.

Clue
post office 우체국

0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Do you want to go to watch the soccer game?
W	 No. I’d better go home and play an on-line game.
M	 That’s sounds fun. Enjoy!

Translation
남	 축구 경기 보러 갈래?

여	 아니, 집에 가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 낫겠어.

남	 재미있겠다. 즐겁게 보내!

Clue
had better ~ ~하는 것이 더 낫다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M	 Are you free this evening?
W	 Yes, I am after 6.
M	 Can you meet me at six thirty?
W	 How about at seven?
M	 OK. See you then.

Translation
남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여	 응, 6시 이후에 있어.

남	 6시 30분에 널 만날 수 있겠니?

여	 7시는 어때?

남	 좋아. 그때 봐.

Clue
six, six thirty 등은 혼동을 노린 말이다.

0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Thomas, you don’t look good. Did something happen to 

you?
M	 Yes, it did. My mother has been sick since last week.
W	 That’s too bad. I hope she will get well soon.

Translation
여	 토마스, 안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니?

남	 응. 어머니가 지난 주부터 편찮으셔.

여	 안됐구나. 금방 쾌유하시길 바랄게.

Clue
get well 회복하다

0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Are you here on business?
M	 No, I’m on vacation. I plan to stay here for three days.
W	 Many people come here to rest. I hope you have a good 

time.

Translation
여	 업무 때문에 이곳에 오셨나요?

남	 아니오, 저는 휴가 중입니다. 여기에서 3일 동안 머물 계획입니다.

여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기에 오지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

길 바랍니다.

Clue
vacation, rest 등에서 휴양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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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business 업무상

on vacation 휴가로

rest 휴식, 휴식하다

07 문제유형	:	관계	
Script
W	 I don’t understand this question.
M	 It’s very easy. Let me help you.
W	 Thank you for helping me.
M	 No problem. That’s what I’m here for.

Translation
여	 이 문제가 이해가 안돼요.

남	 그건 아주 쉬워, 내가 도와 줄게.

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남	 괜찮아. 그게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니까.

Clue
남자의 말 No problem. That’s what I’m here for에서 그가 교사임을 짐

작할 수 있다.

understand 이해하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I’m not feeling well.
M	 Would you like to go to the hospital?
W	 No, I have already made an appointment Monday at 9:00 

a.m.
M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 there?
W	 Yes, please.

Translation
여	 몸이 안 좋아.

남	 병원에 갈래?

여	 아니. 벌써 월요일 오전 9시에 예약을 했어.

남	 내가 데려다 줄까?

여	 응, 그렇게 해줘.

Clue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하다

09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Thomas, there’s a call for you.
M	 Can you find out who it is? I’m too busy to answer it right 

now.
W	 Well, I think it’s your friend, but let me make sure.

Translation
여	 토마스, 전화 왔어요.

남	 누군지 좀 알아봐 줄래요? 지금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	 당신 친구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Clue
find out 알다, 알아내다

answer 전화를 받다

make sure ~을 확인하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Could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this afternoon?
	 W	 That’s a nice idea.
② M	 I love you.
 W	 I love you, too.
③ M	 Would you like some coffee?
 W	 Yes, please.
④ M	 Do you have any class today?
	 W	 No, I don’t.

Translation
① 남	 오늘 오후에 공항까지 차 좀 태워주시겠어요?

 여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② 남	 사랑해.

 여	 나두.

③ 남	 커피 좀 드실래요?

 여	 네, 주세요.

④ 남	 너 오늘 수업있니?

 여	 아니, 없어.

Clue
①은 sure 혹은 I’m sorry, I couldn’t와 같은 긍정/부정의 대답이 와야한다.

give someone a ride ~에게 차를 태워주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can’t believe all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M	 What do you have to do?
W	 Write 30 pages on American history by tomorrow.
M	 Let’s put our heads together.

Translation
여	 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남	 무엇을 해야 하는데?

여	 내일까지 미국사에 관해 30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써야 해.

남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Clue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

by tomorrow 내일까지는

put heads together 의논하다, 협의하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Susie, why don’t you call home? Your parents must be 

waiting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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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have already told them that I would be late.
M	 But, you still need to call them because it will take longer 

than we thought.

Translation
남	 수지, 집에 전화를 하지 그러니? 부모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실텐데. 

여	 늦을 거라고 이미 부모님께 말씀 드렸어.

남	 그래도 전화를 드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Clue
그들이 생각 했던 것 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를 

권유한다.

wait for ~를 기다리다

already 이미

take longer 시간이 더 걸리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saw Anne take a bus to work this morning.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her car?
W	 She decided to leave her car at home. She will ride the bus 

to work from now on.
M	 Really? I think that’s a good idea.

Translation
남	 오늘 아침에 앤이 버스로 출근하는 것을 보았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

는지 알고 있니?

여	 그녀는 차를 집에 두기로 결정했대. 이제부터 버스로 출근하기로 할 거야.

남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Clue
take a bus 버스를 타다

leave 놓아두다

decide 결정하다

from now on 지금부터, 이제부터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am going to Hawaii this summer.
W	 Why are you going to Hawaii?
M	 Because I will spend my summer vacation there.
W	 When do you start?
M	 I don’t know for sure, but I’m leaving next Friday.

Translation
남	 이번 여름에 하와이에 갈 거야.

여	 왜 하와이에 가는데?

남	 여름휴가를 거기서 보낼 거거든.

여	 언제 가는데?

남	 확실치는 않지만 다음주 금요일에 떠날 거야.

Clue
I am going to Hawaii this summer를 통해 정답이 ③임을 알 수 있다.

vacation 휴가

15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Mary, I thought we were going to meet at 2:00. Why didn’t 

you show up? I waited for you.
W	 Oh, I’m sorry. I thought you said 3:00. 
M	 No, I said 2:00.

Translation
남	 메리,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왜 오지 않았어? 기다렸잖아.

여	 미안해. 나는 네가 3시로 말한 줄 알았어.

남	 아냐, 2시라고 말했어.

Clue
여자가 약속 시간을 3시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show up 나타나다 

wait for ~ ~을 기다리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I like the color.
M	 So do I. Red is my favorite color.
W	 How is the price?
M	

Translation
여	 나는 그 색이 좋아.

남	 나도 그래. 빨간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여	 가격은 어때?

남 

① 그것은 정말 싸.

② 그것은 너무 화려해.

③ 그것은 너무 무거워.

④ 그것은 정말 커.

Clu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colorful 색채가 풍부한, 화려한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John, did you go to see your dentist?
M	 Yes. I went there.
W	 Good. What did he say?
M	

Translation
여	 존, 치과 의사에게 가 보았니?

남	 응. 갔었어.

여	 좋아. 그가 뭐라고 말했니?

남 

① 사탕을 많이 먹지 말라고 말했어.

② 그는 내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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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가 아파 죽겠어.

④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해야 해.

Clue
dentist 치과의사

My teeth are killing me. 이가 너무 아프다. 

1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나이	
Script
M	 Do you know when your sister was born?
W	 She was born on 21st of May, 1998.
M	 How old is she now?
W	 She is ten years old.

Translation
남	 너의 여동생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여	 내 동생은 1998년 5월 21일에 태어났어.

남	 지금 몇 살이니?

여	 10살이야.

Clue
be born 태어나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Picaso was strange in many ways. He liked to be alone and 
he locked up his studio all the time. He was not close to his 
family and friends. Picaso never stopped working. He was still 
working on the day he died.

Translation
피카소는 여러 면에서 특이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작업실 

문을 항상 잠궜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피카소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죽던 날도 그는 계속 일을 했다.

Clue
그는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strange 특이한, 이상한

alone 홀로

lock up 잠그다

studio 작업실

all the time 항상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lbert Einstein was a great scientist. He was born in Germany.  
He was not very smart when he was young. His parents were 
worried about him. His grades in school were bad.

Translation
앨버트 아인스타인은 훌륭한 과학자였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에 그는 별로 똑똑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을 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다.

Clue
scientist 과학자

smart 영리한

worry about ~ ~에 대해 걱정하다 

grade (학교) 성적

TEST   06
Answer Key

01 ② 02 ③ 03 ③ 04 ① 05 ①

06 ③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② 18 ④ 19 ④ 20 ④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Where’s the department store?
W	 Go straight up this street, and make a left on the second 

street.
M	 A left?
W	 That’s right. It will be the last building to your right.
M	 Thank you.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백화점이 어디에 있나요?

여	 이 길 위쪽으로 직진하세요. 그리고 2번가에서 좌측으로 가세요.

남	 좌측으로요?

여	 맞아요. 당신 우측으로 마지막 건물일 거에요.

남	 감사합니다.

Clue
department store 백화점 
go straight up 곧장 올라가다

02 문제유형	:	도형	묘사	
Script
You can see a big rectangle. There are two small circles inside 
the square and the circle on the right has a triangle in it.

Translation
큰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 그 사각형 안에 두 개의 작은 원이 있고, 오른쪽의 

원 안에는 삼각형이 하나 있다.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0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0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Clue
rectangle 직사각형

square 사각형 

triangle 삼각형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id you hear that Sam was kicked off the school soccer 

team? 
W	 That’s a shame! He broke up with his girlfriend a few days 

ago. 
M	 That’s too bad, isn’it?

Translation
남	 샘이 학교 축구부에서 쫓겨났다는 소식 들었니?

여	 너무 심하다! 며칠 전에 여자 친구하고도 헤어졌는데.

남	 그것 참 안됐네, 안 그래?

Clue
kick off ~에서 내쫓다 

break up 헤어지다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aven’t seen Jack recently.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him?
W	 He went to Cambodia last week for volunteer work.
M	 Really? He’s doing a wonderful thing.

Translation
남	 요즘 잭이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니?

여	 지난 주에 캄보디아로 봉사활동 갔어.

남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Clue
recently 최근에 
volunteer work 자원 봉사 활동 

05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Excuse me, ma’am. May I see your license?
W	 What did I do wrong?
M	 You were speeding. I’m going to have to give you a ticket.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부인. 면허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남	 과속을 하셨습니다. 딱지를 떼야겠습니다.

Clue
속도위반에 대해 경찰관이 딱지를 떼겠다고 하고 있다.

license driver’s lisence의 줄임말 

speed 과속하다

give someone a ticket ~에게 딱지를 떼다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Excuse me. How much is this magazine?
W	 It’s 10 dollars.
M	 What’s the price of this newspaper?
W	 It’s 5 dollars.
M	 I’d like to buy one magazine and one newspaper.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이 잡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여	 10달러입니다.

남	 이 신문은 얼마인가요?

여	 5달러입니다.

남	 잡지 하나와 신문 하나 주세요.

① 5달러 ② 10달러 ③ 15달러 ④ 20달러 

Clue
잡지와 신문을 각각 하나씩 사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magazine 잡지 

07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Can I help you, sir?
M	 Yes, please. I’d like a steak with onion.
W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M	 Medium, please.

Translation
여	 도와 드릴까요, 손님?

남	 네, 양파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주세요.

여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남	 중간으로 구워 주세요.

Clue
steak, onion, medium 등에서 대화의 장소가 식당임을 알 수 있다.

onion 양파

medium 미디엄의, (스테이크가) 중간 정도로 구워진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Tom, what are your hobbies?
M	 I like drawing pictures as well as listening to music.
W	 What do you like to draw?
M	 I like drawing faces.

Translation
여	 탐, 너는 취미가 뭐니?

남	 음악 듣는 것뿐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

여	 뭘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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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람들 얼굴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

Clue
hobby 취미

draw a picture 그림 그리다

as well as ~에 더하여, 게다가 

09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You stood me up yesterday. I only waited for an hour in this 

cold weather.
W	 Really? I was there on time and didn’t see you there. I 

thought you would never show up. We were supposed to 
meet in the lobby, weren’t we?

M	 No, not inside the lobby, but outside in front entrance.

Translation
남	 어제 당신은 나를 바람 맞혔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 시간 동안 당

신을 기다렸다구요.

여	 정말요? 나는 제시간에 거기 갔는데 당신이 보이지 않아 안 나타날 걸

로 생각했어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남	 아뇨, 로비 안이 아니라 정문 밖이었어요.

Clue
장소를 잘못 알아 서로 만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stand someone up ~를 바람 맞히다

on time 정시에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있다

10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Do you want to go sailing on this coming Sunday?
W	 I wish I could, but I have work to do.
M	 Work on Sunday?
W	 Just this week. I have to study for the test on Tuesday.

Translation
남	 이번 일요일에 배 타러 갈래?

여	 가고 싶은데, 할 일이 있어.

남	 일요일에 일을 한다구?

여	 이번 주만 그래. 화요일에 있을 시험을 준비해야 하거든.

Clue
sail 항해하다

1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I have a tennis match next week.
M	 When is the match?
W	 It’s 5 days from today.
M	 So it’s on the 30th, right?
W	 Yes, it is.

Translation
여	 다음 주에 테니스 시합이 있어.

남	 게임이 언젠데?

여	 오늘로 부터 5일 후야.

남	 그러니까 30일이구나, 그렇지?

여	 맞아.

Clue
5일 후가 30일이므로 오늘은 25일이다. 

match 경기, 시합 

five days from today 오늘로 부터 5일 후에

12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ow may I help you?
W	 How much are these apples?
M	 They are one dollar each.
W	 But, the price tag I just saw said 75 cents each.
M	 Oh, you’re right.

Translation
남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이 사과 얼마인가요?

남	 하나에 1달러에요.

여	 하지만 방금 제가 본 가격표에는 75센트 라고 쓰여있는데요.

남	 아, 맞아요.

Clue
each 개 당

price tag 가격표

13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
W	 What did I do wrong?
M	 You went through a red light back there.
W	 How much will this cost me?
M	 The fine is $100.

Translation
남	 면허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남	 저 뒤에서 빨간 신호를 지나가셨습니다.

여	 벌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남	 벌금은 100달러입니다.

Clue
do wrong 잘못하다

go through a red light 빨간 신호등을 지나가다 

fine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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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This check-out line in this grocery store is very long.
M	 Are you in a hurry, ma’am?
W	 Yes, I have to pick up my son at school.
M	 Well, then, why don’t you go in front of me?

Translation
여	 이 슈퍼마켓 계산대의 줄이 너무 길어요.

남	 바쁘십니까, 부인?

여	 네, 제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해요.

남	 그러면, 제 앞으로 가시겠어요? 

Clue
바쁜 여자를 위해 남자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check-out stand 계산대

in a hurry 허둥지둥, 급히

pick up ~를 데리러 가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They’re making a new basketball team. I want to join them.
W	 You know... You’re not in shape.
M	 What are you talking about? Should I just give up the idea?
W	 I think you should get a physical check-up before you 

decide.

Translation
남	 농구팀을 새로 결성한다고 하는데 가입하고 싶어.

여	 글쎄...넌 몸 상태가 별로야.

남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냥 그만두라고?

여	 결정하기 전에 건강 진단부터 받아 봐.

Clue
여자는 남자가 농구팀에 가입하기 전(before you decide)에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한다(you should get a physical check-up)고 말하고 있다.

in shape 몸의 컨디션이 좋은, 건강한

give up 포기하다

physical check-up 건강진단

16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I’ve been trying to lose some weight, but I don’t see any 

results.
M	 Well, try to cut back on fatty foods, like ice cream.
W	 That’s exactly what I’ve been doing.
M	 Are you working out as well? If not, try some exercise to 

burn some of the fat.

Translation
여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데 아무 진척이 보이지를 않아.

남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줄여봐.

여	 바로 그렇게 해오고 있어.

남	 운동도 하니? 그렇지 않다면, 운동을 통해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든지.

Clue
남자는 여자에게 운동으로 몸의 지방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다. 지방을 제거한다

는 표현으로 burn fat을 사용하고 있다.

see results 원하는 결과를 보다

cut back on ~을 줄이다

fatty 지방이 많은

work out 운동하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Are you good at dancing?
W	 Yes, I am a good dancer.
M	 Can you play the piano?
W	 Yes, but not very well.
M	 How about the guitar?
W	

Translation
남	 춤 잘 추니?

여	 응, 난 춤을 잘 춰.

남	 피아노 칠 줄 아니?

여	 응, 하지만 잘 치진 못해.

남	 기타는 어때?

여	

① 응. 난 노래를 아주 잘 불러.

② 약간 칠 수 있어.

③ 나는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어.

④ 아니, 그는 못해.

Clue
③은 기타를 잘 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자. 

be good at	~를 잘 하다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m moving on Saturday. I wonder if you and James can 

help me.
W	 I can help you.
M	 I need a van. Do you have one?
W	 I don’t have one, but James has one. I’ll ask him .

Translation
남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너랑 제임스가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

여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남	 밴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니?

여	 나는 없는데, 제임스가 가지고 있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① 그가 한가한지

② 그것이 얼마인지

③ 언제 그를 만날 수 있는지

④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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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van 소형 트럭, 밴

19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People are driving me crazy. My boss says I don’t work hard 
enough, my husband complains about my cooking, and my 
children don’t study hard. I don’t know what to do.

Translation
사람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나의 상사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남편은 나의 요리에 대해 불평을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

지 않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Clue
drive someone crazy ~를 미치게 하다

complain 불평하다

2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is is a writing machine with keys that are pressed to print 
letters one by one on a sheet of paper.

Translation
이것은 글을 쓰는 기계로서, 키를 눌러서 종이에 글자를 한 자씩 인쇄를 한다. 

Clue
press 누르다

one by one 하나씩 

sheet (종이) 한 장 

TEST   07
Answer Key

01 ③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①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③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④ 19 ② 20 ④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hospital is?
W	 Yes. Go up Elm St, and then make a right at Kennedy Ave.
M	 Kennedy Ave?
W	 Yes. That’s right. Walk straight until you reach Berry Road. 

The hospital will be on your left right after passing Berry 
Road. 

M	 Okay. Thank you.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	 네. 엘름 거리를 올라 가다가, 케네디 가에서 우회전 하세요.

남	 케네디 가요?

여	 네. 맞습니다. 베리 거리에 도착할 때까지 직진하세요. 병원은 베리 거

리를 지나자마자 좌측에 있을 거에요.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ue
go up 올리가다 

reach (장소, 목적지에) 도착하다 

02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I’d like to swim.
W	 Okay. For how many hours?
M	 Two, please. And after that, I’d like to play basketball for 

an hour.
W	 Return this pass when leave, please.
M	 Thank you.

Translation
남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	 네. 몇 시간 동안이요?

남	 2시간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농구를 하고 싶어요.

여	 나가실 때 이 표를 돌려주세요.

남	 감사합니다.

Clue
두 시간 동안 수영($3x2=$6)을 하고, 한 시간 동안 농구($1.50x1=$1.50)를 하면 총 

$7.50을 내야 한다. 

return 반환하다

pass 입장권, 표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movie would you like to see, Fiona?
W	 Muppets in Space, daddy.
M	 Muppets in Space. Let me check the schedule. Ah, here it 

is. It starts at 2:45. Well, should we take mom with us?

Translation
남	 피오나, 무슨 영화를 보고 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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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주의 머펫’이요, 아빠.

남	 ‘우주의 머펫’이라. 상영 시간을 봐야겠구나. 여기 있네. 2시 45분에 시

작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갈까?

Clue
muppet 손인형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called you yesterday, but you didn’t answer the phone.
M	 Oh, you did? I left my cell-phone at home.
W	 Prof. Kim wanted to see you.
M	 OK. I will drop by his office.

Translation
여	 어제 너한테 전화했었는데 안 받더라.

남	 그랬어?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

여	 김 교수님이 널 찾으셨어.

남	 알겠어. 그분 사무실로 가볼게.

Clue
cell-phone 휴대용 전화기(cellular phone의 줄임말) 

drop by ~에 잠시 들르다, 방문하다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 much farther do we have to go?
W	 We are almost there. It won’t be too long from here.
M	 I hope you’re right. I don’t think I can walk much farther.

Translation
남	 얼마나 더 가야 하는거야?

여	 거의 다 왔어.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남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많이 걷지는 못할 것 같아.

Clue
더 이상 많이 걷지 못하겠다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서 지쳐있음을 알 수 있다. 

farther [거리] 더 멀리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What time is it now, Stanton?
M	 It’s 5:30.
W	 Do you know what time the game starts?
M	 Yes, it starts in thirty minutes.

Translation
여	 스탠튼, 지금 몇 시니?

남	 다섯 시 반이야.

여	 게임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니?

남	 응, 30분 후에 시작해.

Clue
지금이 5:30인데 게임은 30분 후, 즉 6시에 시작한다. 

in thirty minutes 30분 후에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ey, where did you get that pen? It’s exactly same as mine.
W	 Yes, it is. I liked the pen you have and bought the same 

kind. 
M	 It’s nice to know that we have the same taste.

Translation
남	 그 펜 어디서 났니? 내 펜하고 똑같네.

여	 맞아. 네 펜이 좋아서 나도 같은 것을 샀어.

남	 우리가 취향이 같다니 좋은데.

Clue
exactly 정확하게 

taste 맛, 취향

08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Don’t cut it too short. I like it long just a bit.
W	 I’ll just trim around the ears and take a little off the top.
M	 All right. Don’t forget to trim my beard, though.

Translation
남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저는 약간 긴 것를 좋아해요.

여	 귀 주변을 다듬고, 위 부분을 좀 자르죠.

남	 좋아요. 턱수염 다듬는 것 잊지 말고요.

Clue
take off, trim, beard 등의 용어를 알면 대화 장소가 이발소임을 알 수 있다.

take off 자르다

trim 다듬다, 손질하다

beard 턱수염

09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What’s the problem, sir?
M	 The items you sent us are not what we ordered.
W	 Oh, I’m terribly sorry. I sent you the wrong items by 

mistake.

Translation
여	 무슨 문제입니까, 손님?

남	 당신이 보내주신 것이 저희가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것을 보냈습니다.

Clue
item	품목

terribly 몹시

by mistake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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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This homework is so hard.
W	 Can I help you with it, son?
M	 No thanks, Mom. I want to do it by myself.
W	 OK. Good luck.

Translation
남	 이 숙제는 너무 어려워요.

여	 내가 도와 줄까?

남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 하고 싶어요.

여	 좋아, 잘 되기를 빌어.

Clue
혼자서 숙제를 하겠다고 하니 독립심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y oneself 혼자서

11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Didn’t we already pass the store?
W	 Yes, I think so. I’ve done it before.
M	 Weren’t we supposed to make a left on Springfield Road?
W	 Are you sure?

Translation
남	 그 가게를 이미 지나치지 않았어?

여	 그런 것 같아. 저번에도 그랬어.

남	 우리 스프링필드 가에서 좌회전해야 되는 거 아냐?

여	 확실해?

Clue
Are you sure?라고 묻는 것을 봐서 여자는 망설이는 상태이다.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할 의무가 있다 

12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James,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Saturday?
M	 I am planning to watch television. How about you, Sally?
W	 I’m not sure yet. I might go fishing or ride my bike.
M	 If I were you, I would ride the bike.

Translation
여	 제임스, 다음주 토요일에 무엇을 할거니?

남	 TV를 볼거야. 너는 뭐할 거니, 샐리?

여	 난 아직 모르겠어. 낚시를 가거나 자전거를 탈 거 같아.

남	 만약에 내가 너라면, 자전거를 타겠어.

Clue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ride the bike 자전거를 타다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너라면 

13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Laurene, could you get me a list of students’ grades in your 

class?
W	 Oh, I’m sorry, but I’m really busy right now. Can I do it for 

you later?
M	 Sure, thanks. Take your time.

Translation
남	 로린, 선생님의 반 학생들 성적표 좀 주시겠어요?

여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해 드려도 될까요?

남	 네, 고마워요. 천천히 하세요.

Clue
record 기록

take one’s time 천천히 하다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M	 I was planning on going to the computer club. But, I might 

not go.
W	 Why not?
M	 I have a dental appointment this afternoon.
W	 Wow. You sure are busy.

Translation
여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 건가요?

남	 컴퓨터 동호회 모임에 갈 계획이었는데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	 왜 못가죠?

남	 오후에 치과 예약이 있어서요.

여	 와. 정말 바쁜 사람이군요.

Clue
dental appointment 치과 예약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People sometimes don’t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velocity and speed. They are not the same like most people 
think. 

M	 They are not the same? 
W	 No, they aren’t. ‘Velocity’ is the rate of movement in certain 

direction, but ‘speed’ is the rate of movement regardless of 
direction.

Translation
여	 사람들은 가끔 ‘속력’과 ‘속도’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둘은 같지 않아.

남	 같지 않다고? 

여	 응. ‘속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의 빠른 정도이고, ‘속도’는 방향에 관

계없는 움직임의 빠른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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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속력과 속도가 서로 같지 않으며, velocity는 방향이 있고 speed는 없다고 말

하고 있다.

velocity 속력, 빠르기

rate 비율, 요금

direction 방향

regardless of ~ ~ 에 상관없이

1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Do you know when your brother was born?
M	 He was born in 13th of November in 1988.
W	 How old is he now?
M	 He is turning 13 this coming November.

Translation
여	 네 남동생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니?

남	 1988년 11월 13일에 태어났어.

여	 지금 몇 살이지?

남	 돌아오는 11월에 13살이 돼.

Clue
turn (나이, 시간, 액수) ~를 넘다, 초과하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Do you like coffee?
W	 No, I drink little coffee. It doesn’t taste very good.
M	 How about Tea?
W	 Sure. I often drink tea.
M	 Do you want some?
W	

Translation
남	 커피 좋아하세요?

여	 아니오. 거의 안마셔요. 맛이 별로 없어서요.

남	 차는 어때요?

여	 네. 자주 마셔요.

남	 좀 드시겠어요?

여	

① 고마워요, 친절하시네요. ② 더 주세요.

③ 네, 부탁할게요. ④ 물론이죠.

Clue
②는 차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한 것이다. 

That’s very kind of you.	친절하시네요.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ello, I’d like to speak with Catherine.
W	 Catherine? There’s no Catherine here.
M	 Isn’t this 762-1924?

W	 No, it’s 762-1925.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캐서린 부탁합니다.

여	 캐서린이요? 여기에 캐서린이란 사람은 없는데요.

남	 762-1924 아닙니까?

여	 아닙니다. 762-1925입니다. 

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② 당신의 전화가 고장인 것 같군요.

③ 당신은 피곤한 것 같아요.

④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Clue
There’s no one by that name.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out of order 고장난

have (got) the wrong number 전화를 잘못 걸다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Hello, I’m Michael Carmen of Vista Magazine. If you love 
travel, you’ll love our new magazine, Vista. If you subscribe 
to it today, I can offer you a 25% discount off the news stand 
price.

Translation
안녕하세요, 저는 Vista 잡지사의 마이클 카르멘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좋

아하신다면, 저희의 새로운 잡지 Vista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독 신

청을 하시면 가판대 가격에서 25%를 할인해 드립니다.

Clue
남자는 새로 나온 잡지 구독 권유를 하고 있다.

magazine 잡지

subscribe 구독하다

discount 할인  

news stand 신문 가판대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i, Chris! It’s me Steve. I just wanted to tell you that our 
tennis game is at 7:30 tonight, and not at 8:00 p.m. like we had 
planned.

Translation
안녕, 크리스! 나 스티브야. 테니스 시합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저녁 8시가 

아니고 오늘 밤 7시 30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전화했어.

전화메세지

수신 ① 크리스

발신 ② 스티브

메세지 ③ 테니스 시합은 오늘 밤 7시 30분이다.

    ④ 예전에 계획했던 8시 30분이 아니다.

Clue
이전에 계획했던 시간은 8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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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8
Answer Key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③ 13 ① 14 ② 15 ④

16 ② 17 ④ 18 ③ 19 ① 20 ④

01 문제유형	:	도형	묘사	
Script
Pick the big rectangle that has 2 circles in it and 1 circle with a 
triangle in it and a triangle to the right of a circle.

Translation
큰 직사각형 안에 두 개의 원이 있고, 그 중 한 원 안에는 삼각형이 들어있으

며, 원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는 그림을 고르시오. 

02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W	 A Biggie Burger and three Fabulous Fries, please.
M	 Is it for here or to go?
W	 To go, please.
M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ith that?
W	 A large soda, please.

Translation
여	 비기버거 한 개와 패뷸러스 프라이 세 개 주세요.

남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	 지고 갈 거에요.

남	 함께 드실 음료수를 드릴까요?

여	 큰 사이즈 소다 하나 주세요.

Clue
버거 한 개($2.50), 프라이 세 개($2.00x3=$6.00) 그리고 라지 사이즈 소다 한 개

($1.50)의 합은 $10이다. 

for here	식당 안에서 먹는

to go	가져가기 위한

03 문제유형	:	취미	
Script
W	 Do you have any hobbies?
M	 Sure I do. I enjoy reading, riding my bike and playing 

basketball.
W	 Good. Would you like to go shoot some balls now?

Translation
여	 넌 취미가 있니?

남	 그럼. 독서, 자전거 타기, 농구를 좋아해.

여	 잘됐네. 지금 농구하러 갈래?

Clue
shoot some balls	농구하다(농구 슛 연습을 한다는 의미)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t’s going to be a wonderful day for hiking tomorrow.
M	 Yeah, but Bonny, I’m a little worried about the weather.
W	 Don’t worry! Nothing can stop our adventure.

Translation
여	 내일은 하이킹 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이겠는 걸.

남	 응, 하지만 바니. 난 그래도 조금은 걱정돼.

여	 걱정마! 어느 것도 우리의 모험을 막을 수는 없다구.

Clue
hiking 도보여행, 하이킹

weather 날씨

adventure 희한한 사건, 모험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Glad you could make it. Come on in!
M	 Wow. Looks like the party is a lot of fun.
W	 Yeah. We still have some food left. Come on. Say hello to 

everyone!

Translation
여	 와 줘서 고마워. 들어와!

남	 와, 파티가 굉장히 즐거워 보여.

여	 그래. 아직 음식이 남아 있어. 이리와. 모두에게 인사해야지!

Clue
make it (어떤 일을) 이룩하다, (시간에) 대다, 성공하다  

say hello to ~에게 인사하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Gosh, this crossword puzzle is hard.
W	 I’m really good at crossword puzzles.
M	 OK, if you’re so good, help me out. What time-word has 

two Ms and means ‘one thousand years’?
W	 That’s an easy one. Millennium.

Translation
남	 세상에, 이 낱말 풀이 정말 힘들다.

여	 난 낱말 풀이를 아주 잘하는데.

남	 그래, 그렇게 잘 한다면 좀 도와줘. M이 두 개가 들어있고, ‘천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간 낱말이 뭐야?

여	 쉽네. 밀레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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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낱말 풀이를 힘들어 하는 남자를 여자가 도와주었다.

crossword puzzle 낱말 맞추기 게임 

millennium 천년

07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When is Uncle Tom’s wedding?
M	 It’s on the 17th of December.
W	 Then when is Uncle Jim’s wedding?
M	 Exactly two weeks before Uncle Tom’s wedding.

Translation
여	 톰 삼촌의 결혼이 언제야?

남	 12월 17일. 

여	 그럼 짐 삼촌의 결혼은 언제지?

남	 톰 삼촌 결혼식보다 정확히 2주 전이야.

Clue
짐 삼촌의 결혼식 날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wedding 결혼식

December 12월

exactly 정확히

08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Hey, Mary. How are you?
W	 Great! Thanks for asking.
M	 Wait a minute. I’ve seen that jacket before.
W	 I liked yours so much that I got myself one just like yours.

Translation
남	 안녕, 메리. 어떻게 지내니?

여	 아주 좋아! 물어봐 줘서 고마워.

남	 잠깐만. 그 재킷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여	 네 것이 너무 좋아서 똑같은 걸로 나도 하나 샀어.

Clue
여자의 마지막 I liked yours so much가 재킷을 구입한 이유가 되었으므로, 

여자는 재킷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09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What a wonderful concert it was!
W	 Yes, it has to be the best one I’ve been to all year.
M	 I agree. I’m really glad that we came.
W	 When do you think they’ll perform again here?
M	 I’m not sure. I am going to buy tickets as soon as I find out.

Translation
남	 정말 근사한 공연이었어요!

여	 네, 금년에 제가 가본 것 중에 최고임에 틀림없어요.

남	 동의해요. 우리가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여	 언제 그들이 여기서 다시 연주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	 잘 모르겠어요. 알아내는 대로 공연 표를 살 거에요.

Clue
다시 공연을 보고 싶다는 것을 보아 연주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rform	연주하다

as soon as ~ 하자마자

find out 알아내다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ere is your puppy? I thought you were going to bring 

her here.
M	 I thought about it, but decided not to.
W	 That’s a shame. I was hoping to see your puppy today.

Translation
여	 네 강아지 어디 있니? 여기 데리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남	 생각해 봤는데 안 그러기로 했어.

여	 실망이다. 오늘 네 강아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

Clue
puppy 강아지

decide not to ~ ~을 안 하기로 결정하다 

shame 부끄럼, 수치, 유감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	 We’re going hiking in the mountains.
W	 That sounds like fun.
M	 Do you think you can go with us?
W	 Fortunately I can join you.

Translation
여	 이번 주말에 뭘 할 거야?

남	 우리 산으로 하이킹 갈 거야.

여	 재미있겠다.

남	 우리랑 같이 갈 수 있겠니?

여	 다행히도 같이 갈 수 있어.

Clue
go hiking 산행하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So, I heard you’re going to spend your vacation in Denmark 

this summer?
W	 Yes, I am indeed! I’ll be staying at Ascot hotel.
M	 Where in the city is it locat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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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m not quite sure, but I think it’s pretty close to the Tivoli 
Garden.

Translation
남	 이번 여름에 덴마크에서 휴가를 보낼 거라며?

여	 응, 물론이지! 애스캇 호텔에서 묵을 거야.

남	 그 호텔이 시내 어디에 있는데?

여	 잘은 모르겠는데, 티볼리 정원에서 꽤 가까운 것 같아.

Clue
indeed 물론, 정말로 

be located at ~에 위치하다

stay at the hotel 호텔에 머물다

pretty close 꽤 가까운 

13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Good afternoon.
W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him. He won’t eat his 

food.
M	 Stop feeding the dog at once. It could’ve been something 

he ate. I need to run some tests.
W	 I hope he gets better soon.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여	 뭐가 잘못 됐나 봐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요.

남	 먹이는 걸 즉시 중단하세요.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네요. 몇 가지 테

스트를 해 봐야 겠습니다.

여	 곧 나았으면 좋겠네요.

Clue
Stop feeding the dog를 보아 개가 아픈 것을 알 수 있다.

feed 먹이다 

at once 즉시 

run some tests 테스트 해보다

get better 나아지다, 좋아지다

14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Hi, Timmy. How’s everything?
M	 Okay.
W	 Did you have a chance to go see the new exhibit?
M	 No, I’ve been working all week. I haven’t had the time.
W	 Don’t miss this chance. You won’t regret it.

Translation
여	 안녕, 티미. 일은 잘되어가니?

남	 잘 되가.

여	 새로운 전시회를 봤었니?

남	 아니,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시간이 없었어.

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 후회하지 않을 거야.

Clue
exhibit 전시회

miss 놓치다, 그리워하다

regret 후회하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Ellie, I’m going to the supermarket to pick up things for the 

picnic on Saturday. Do you need anything?
W	 Everyone has been talking about having a barbecue, so get 

some ribs.
M	 OK. How much do we need?
W	 About 10 pounds.

Translation
남	 앨리, 슈퍼마켓에 가서 토요일 피크닉에 필요한 것을 좀 살 거야. 필요 

한 것 있니?

여	 모두 다 바베큐를 하자고 말하던데, 갈비 좀 사와.

남	 알았어. 얼마나 필요하지?

여	 10파운드 정도.

Clue
pick up ~을 사다 
have a barbecue 바베큐 파티를 하다 

rib 갈비

pound 파운드 (무게, 영국 화폐단위)

1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Do you think the flight from New York will arrive on time?
M	 No, I don’t think so. Because of the poor weather, it would 

be delayed by one or two hours.
W	 Hmm, I’d better go back home and come back later.

Translation
여	 뉴욕 발 비행편이 정시에 도착할 것 같나요?

남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날씨가 나빠서 한 두 시간 연착될 것 같아요.

여	 음, 집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겠군요.

Clue
flight, arrive, delay 등의 용어에서 장소가 공항임을 알 수 있다.

poor (날씨가) 나쁜 

delay 연기하다, 연착하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Richard, the kitchen is really messy.
M	 Yes, I know.
W	 So, do the dishes and sweep the floor right now.
M	 Why don’t you do it, mom?
W	 I do it every day and now it’s your tur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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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W	 리처드. 부엌이 아주 지저분하구나.

M	 네. 알아요.

W	 그러니 지금 당장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도록 해.

M	 엄마가 하지 그러세요?

W	 난 매일 해. 이젠 네 차례야.

M	
① 아뇨, 돌아서기 싫어요.

② 네. 내일 할게요.

③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엄마?

④ 네. 엄마 말씀이 맞네요. 제 차례에요.

Clue
당장 하라고 했으니 ②의 ‘내일 할게요’는 적절한 응답이 아니다.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sweep the floor 바닥을 쓸다

turn 차례, 순서

turn around 돌아서다, 돌리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I’d like a pair of shoes, please.
M	 What size are you?
W	 Six and a half.
M	 These brown shoes will look good on you.
W	

Translation
여	 신발 한 켤레를 사고 싶어요.

남	 사이즈가 몇이죠?

여	 6 반이요.

남	 이 갈색 신발이 잘 어울리시겠어요.

여 

① 무엇을 원해요?

②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③ 신발을 신어봐도 되나요?

④ 도와 드릴까요?

Clue
look good on ~에 잘 어울리다 

try on 입어보다, 신어보다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Flight 212 to Busan, 
scheduled to depart at 5 o’clock, will be delayed by one hour.  
Flight 212 to Busan will depart at 6.

Translation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시에 출발 예정이었던 부산행 212편의 출발이 1시

간 지연될 예정입니다. 부산행 212편은 6시에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Clue
scheduled to ~하기로 예정되었던 

depart 출발하다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the earth is about 6 billion years 
old. Other scientists think that it is 4.7 billion years old. Today, 
many scientists have become to think the Earth is not that old. 
But, no one knows of the exact age of the earth for sure.

Translation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60억년 되었다고 믿고, 다른 과학자들은 

47억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

도 없다.

Clue
마지막 문장에서 어느 누구도 명확히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billion 10억

exact 정확한 

fore sure 확실히

TEST   09
Answer Key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② 0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④ 14 ③ 15 ③

16 ② 17 ③ 18 ① 19 ④ 20 ①

0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M	 What day is it today?
W	 It’s Tuesday.
M	 That reminds me. When is the big meeting this month?
W	 It’s exactly two weeks from now.
M	 Is it on December 29th?
W	 No, it’s on the 28th.

Translation
남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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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이번 달 그 중요한 회의는 언제죠?

여	 정확하게 2주 남았네요.

남	 12월 29일 아니에요?

남	 아뇨, 28일입니다.

① 12월 2일 ② 12월 14일 ③ 12월 15일 ④ 12월 28일

Clue
remind ~에게 생각나게 하다 

big meeting 중요한 회의

02 문제유형	:	도표	
Script
W	 Simon, do you have the Monthly Cereals Sales Graph?
M	 Yes, Ms. White.
W	 Which one was least sold?
M	 Fruit Loops, ma’am.
W	 And how many boxes of Rice Krispies did we sell?
M	

Translation
여	 사이먼, 월간 씨리얼 판매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	 네, 와이트부인.

여	 어떤 씨리얼이 가장 적게 팔렸습니까?

남	 푸룻 루프스입니다.

여	 그리고 라이스 크리스피스는 몇 박스나 팔렸습니까?

남	

① 900박스입니다.

② 라이스 크리스피스 박스는 전혀 안 팔렸습니다.

③ 프로스티드 플레이크와 같은 양이 팔렸습니다.

④ 그건 제일 안 팔렸습니다.

Clue
monthly 한 달의, 매달의 

cereal 곡물, 시리얼 

least 가장 적은, 최소의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Thank you for coming in so quick.
W	 No problem.
M	 We appreciate your help.
W	 Anytime it’s my pleasure.

Translation
남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여	 천만에요.

남	 당신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	 언제든지 기꺼이 도울게요.

Clue
quick 빠른, 급속한 

appreciate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This car has been giving me trouble all the time! It always 

breaks down.
M	 Why don’t you go to the car service center?
W	 It won’t do much. Besides, it is not worth the trouble. I’m 

thinking about selling it.

Translation
여	 이 차는 언제나 문제만 일으켜! 항상 고장이 난단 말이야.

남	 정비소에 가보지 그래?

여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게다가 그럴 가치도 없어. 차를 팔 생각이야.

Clue
break down 고장 나다

besides 더욱이, 게다가 

not worth the trouble (not worth it)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Are you coming home right after the meeting?
M	 Well, yes and no. I’ll have to drop by the store to get some 

soda.
W	 Is that right? Can you get me a carton of milk?

Translation
여	 회의 끝나면 곧바로 집에 올 거니? 

남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가게에 들려 음료수 좀 사야 하거든. 

여	 정말? 우유 한 통 사다 줄 수 있니?

Clue
마지막 여자의 말에서 본인이 가게에 가지 않고 남자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rton 판지상자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M	 What time is it now?
W	 It’s 3:30.
M	 The meeting starts at 4:00, doesn’t it?
W	 No, it starts at 4:30.

Translation
남	 지금 몇 시니?

여	 3시 반이야.

남	 회의는 4시에 시작하는 거 맞지?

여	 아니, 4시 반에 시작해.

Clue
현재 시간(3:30)과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4:30)을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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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W	 Yes, I do. What do you need it for?
M	 I’d like to buy a soda from the vending machine.

Translation
남	 1달러짜리 지폐를 바꿀 동전 있니?

여	 응. 어디에 쓰려고?

남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Clue
change for a dollar 1달러짜리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다 

soda 청량음료

vending machine 자판기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Excuse me, are those two seats taken?
W	 No, they are not. You can take them.
M	 Could you save those seats for me, please? I will be right 

back with my girl friend.
W	 Sure thing. Take your time.

Translation
남	 실례지만, 그 두 좌석에 누가 앉아 있나요?

여	 아니에요. 앉으셔도 됩니다.

남	 그 자리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여자 친구를 데리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	 그럼요. 천천히 오세요.

Clue
Is this seats taken?은 좌석이 비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대답이 

yes면 임자가 있고, no면 임자가 없다는 뜻이다.

save seat 자리를 지키다

Take your time.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해라.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like the blue sweater.
W	 I think the red one is better, but the green one is the best.
M	 I like the green sweater, too. But, I think the blue sweater is 

the best.

Translation
남	 나는 파란색 스웨터가 좋아.

여	 나는 빨간색이 더 좋아. 그런데 초록색 스웨터가 제일 좋아.

남	 나도 초록색 스웨터를 좋아해. 하지만 파란색 스웨터가 제일 좋아.

Clue
비교급과 최상급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one은 sweater를 의미하는 부정대명

사이다.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ow, there are so many people at the park today.
M	 You are right. Children are having a great time.
W	 Let’s sit down on the grass and enjoy the sun.

Translation
여	 와, 오늘 공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

남	 그렇구나.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어.

여	 잔디에 앉아서 햇볕을 즐기자.

Clue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또한 여자는 잔디에 앉아서 햇볕을 즐기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날씨는 맑고 포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ve a great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s Cynthia?
W	 She’s fine. She’s living in New York now. She is working 

as a fashion designer.
M	 That’s great. Is she enjoying it?
W	 Yes, she’s doing really well.

Translation
남	 신시아는 어떻게 지내?

여	 잘 지내고 있어. 지금 뉴욕에 살고 있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남	 잘됐네. 재미있게 지내나?

여	 그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Clue
남자와 여자가 신시아의 근황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work as a fashion designer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want to learn to play the piano.
W	 I can help you.
M	 But it seems so hard.
W	 It is difficult. You have to play a lot before you get any 

good at it.
M	 That means I must practice a lot.

Translation
남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여	 내가 도와줄게요.

남	 하지만 어려워 보여요.

여	 어려워요. 잘 치게 되려면 연주를 많이 해야 해요.

남	 그러니 연습을 많이 해야겠군요.

Clue
play a lot에서 practice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practice 연습하다, 실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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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Any questions?
W	 Yes. Who are these two men in the picture?
M	 It’s your dad and me. He is the only brother I have.
W	 He was born in 1962, right?
M	 Yes, and I was born three years after that.

Translation
남	 질문 있니?

여	 네. 사진에서 이 두 남자는 누구에요?

남	 너의 아빠와 나란다. 나에겐 유일한 형이지.

여	 아빠는 1962년생이시죠?

남	 응.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태어났단다.

Clue
사진을 보면서 여자의 아빠가 자신의 형이라고 했으므로, 남자는 여자의 삼촌임

을 알 수 있다.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stereo, please?
M	 Yes, of course. Hmm... How long have you had it?
W	 About 3 years. Can you tell me how much it’ll cost me to 

repair it?
M	 It’ll be mpre than $80. I suggest you buy a new one instead 

of getting it fixed.

Translation
여	 이 스테레오 좀 봐주시겠어요?

남	 네, 물론이죠. 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죠?

여	 3년 정도요.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지 말해주시겠어요?

남	 80달러 이상은 들 겁니다. 고치는 대신 새것으로 하나 사는 게 낫겠어요.

Clue
남자는 고치는 것 보다(instead of getting it fixed) 새로 사는 것(buy a 
new one)을 추천했다.

stereo 스테레오, 전축

repair 수리하다, 고치다(fix)

instead of ~대신에 

15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uring the spring vacation, 

Sally?
W	 I’m going to work on my weak subjects. What about you, 

Kevin?
M	 I’m not sure yet. I might go to a concert or play soccer.
W	 If I were you, I would play soccer. Anyhow, I’ll see you 

after the vacation.

Translation
남	 봄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샐리?

여	 내가 취약한 과목들을 공부하려 해. 너는 어떠니, 케빈?

남	 난 확실하지 않아. 나는 콘서트에 가거나 축구를 할 것 같아.

여	 내가 너라면, 축구를 하겠어. 어쨌든, 방학 끝나고 보자.

Clue
weak 약한

subject 과목

anyhow 여하튼, 어쨌든 

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Pardon me, madam. Could you tell me where the City Hall 

is? 
W	 I’m sorry, but I’m a stranger here myself.
M	 Then, do you know where I can get the information?
W	 No, I’m afraid I don’t. Well, why don’t you ask someone 

else or buy a map?

Translation
남	 부인, 실례합니다만, 시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	 죄송하지만, 저도 이곳은 처음이에요.

남	 그렇다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여	 아니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거나 지도를 사시는 것이 어떨까요?

Clue
이곳은 처음이라는 표현으로 I’m a stranger here를 사용하고 있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Be careful!
M	 Why? What’s wrong?
W	 You’re stepping on my foot.
M	

Translation
여	 조심해!

남	 왜? 무슨 일이야?

여	 내 발을 밟고 있잖아.

남	
① 그래서? ② 아프니? ③ 이런. 미안해. ④ 알고 있어.

Clue
사과하는 것이 남자의 가장 적절한 행동이다.

step on ~을 밟다

hurt 아프다, 상처를 주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 had a good time. Thanks for inviting me.
W	 Come on. You can’t leave yet. The party is just starting.
M	 I’m sorry, but I really have to.
W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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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ranslation
남	 즐거웠어. 초대해 줘서 고마워.

여	 이러지마. 아직 가선 안돼. 파티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남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가야만 해.

여	 왜?

남	

① 마지막 기차를 타야 하거든.

② 너는 멋진 주인이니까.

③ 파티가 이제 시작이니까.

④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Clue
남자는 지금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야 한다.

catch (제시간에) 잡아타다

host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It is an electronic machine. People can listen to the music or 
news with it. It has a volume control and a tuner.

Translation
이것은 전자기계이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음악이나 뉴스를 들을 수 있다. 이

것에는 음량 조절뿐만 아니라 튜너도 있다. 

Clue
volume control 음량 조절 (장치)

tuner (라디어, TV의) 파장 조정기, 튜너 

20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I still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I was 
walking to the school wearing my new jacket. It started to rain 
hard. I didn’t have an umbrella with me. Then, all of a sudden, 
a large truck passed by me and splashed mud on my brand new 
jacket.

Translation
난 어제 나한테 일어난 일을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어. 새로 산 재킷을 입고 

학교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 난 우산이 없었어. 그

때 갑자기 큰 트럭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내 새 재킷에 흙탕물을 잔뜩 튀겼어.

Clue
hard 심하게 

all of a sudden 갑자기

splash 튀기다, 더럽히다 

mud 진흙, 진창

brand new	아주 새것인

TEST   1 0
Answer Key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②

06 ① 07 ④ 08 ④ 09 ② 10 ②

11 ① 12 ④ 13 ① 14 ② 15 ②

16 ④ 17 ② 18 ④ 19 ① 20 ②

0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Bill, I heard that you are going to L.A.
M	 I’m going to go see my parents in L.A.
W	 Really? It’s a long drive from Chicago.
M	 I am taking the train. I would be too tired if I drove there.
W	 That’s a good idea. Have a good trip.

Translation
여 빌, LA에 간다고 들었어. 

남	 LA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갈 거야.

여	 정말? 시카고에서 차로 가기에는 먼 거리잖아.

남	 기차로 갈 거야. 거기까지 운전해서 간다면 너무 피곤할 거야.

여	 좋은 생각이네. 좋은 여행 되길 바래.

Clue
take the train 기차를 타다 

02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One slice of pepperoni, and two slices of plain, please.
W	 Would you like salad or garlic bread with them?
M	 No, thanks.
W	 Any drinks?
M	 Yes. Two sodas, please.

Translation
남	 페퍼로니 한 쪽과 플레인으로 두 쪽으로 주세요.

여	 샐러드나 마늘 빵을 같이 하시겠어요?

남	 아니오.

여	 음료수는요?

남	 네. 소다 두 잔 주세요.

Clue
페퍼로니 한 쪽($2)과 플레인 두 쪽($1.50x2=$3)에 소다 두 잔($1.50x2=$3)의 합

계는 $8이다. 

slice 얇은 조각, 한 조각 

plain (음식이) 양념을 치지 않은 

garlic bread 마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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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So, Sue, do you have anything planned for this Saturday?
W	 Uh, I’m kind of busy. Why do you ask?
M	 Oh,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get together and do 

something with me.
W	 I’d love to, but I’m really going to be busy all day on 

Saturday.

Translation
남	 수, 이번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니?

여	 응, 조금 바쁜데, 왜 묻니?

남	 같이 만나서 뭔가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	 그러고 싶은데, 토요일은 정말 하루 종일 바쁠 거야.

Clue
kind of 어느 정도, 얼마간

get together 모이다, 데이트 하다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Do you know how often the trains come around this time of 

the day?
M	 They usually come around about every six minutes or so.
W	 Do they? Then I guess the next one will be here in a couple 

of minutes.

Translation
여	 이맘때 쯤에 열차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아니?

남	 보통 6분 간격으로 와.

여	 그래? 그럼 다음 열차가 2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겠구나.

Clue
a couple of minutes 2분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63 Building in Yeouido?
W	 Sure. Take the subway line number 5 and get off at Yeouido 

Station. Go out exit no.4.
M	 Thanks for your help!

Translation
남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	 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여의도 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가세요.

남	 도와줘서 고마워요!

Clue
get off (탈것에서) 내리다

go out 나가다

exit 출구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I think I’m late for class.
M	 What time does it start?
W	 On Mondays at 5:00 p.m. and on Wednesdays at 5:30 p.m.
M	 It’s Monday today and it’s 5:15. You are late.
W	 Sorry, I have to run.

Translation
여	 수업에 늦은 것 같아.

남	 수업이 몇시에 시작하는데?

여	 월요일에는 오후 5시에 시작하고, 수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해.

남	 오늘이 월요일이고 지금 5시 15분이니까 늦었구나.

여	 미안하지만 서둘러 가야겠다.

① 오후 5:00 ② 오후 5:15 ③ 오후 5:30 ④ 오후 5:45

Clue 
5시, 5시 30분, 5시 15분 등 여러 시간 중에서 월요일 수업 시작 시간은 5시이다.

I have to run. 서둘러 가야겠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would like to get a room, please.
M	 I’m sorry, madam. We’re full.
W	 Ah, come on! You must have something.
M	 Well. Let me check my computer here. Ah! There’s been a 

cancellation. A honeymoon suite is available.

Translation
여	 방 하나 주세요.

남	 죄송합니다, 부인. 방이 다 찼습니다.

여	 아, 이것 보세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	 글쎄요. 여기 컴퓨터로 알아 보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예약 하나가 

취소됐군요. 신혼 부부용 방이 있습니다.

Clue
여자는 어떠한 방이라도 상관없이(You must have something.) 구하고 있다

가 예약이 취소된 방(cancellation)을 하나 얻게 되었다.

cancellation (예약) 취소 

suite 호텔에서 침실만이 아닌 거실이나 응접실 따위가 붙어있는 방

available 유용한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And when do I need to return the tapes?
W	 They are due back the day after tomorrow by ten o’clock 

p.m.
M	 That’s Thursday, isn’t it?
W	 Yes, it is. And there is a late fee that’s equal to the rental fee 

of the videos.

Translation
남	 언제 테이프를 돌려드려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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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일 모레 저녁 10시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남	 목요일이죠?

여	 네, 그리고 연체료는 대여료와 같습니다.

Clue
due (지급) 기일이 된

late fee 연체료

equal to ~와 동등한

rental fee 대여료

09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flight to New York for 

tomorrow morning.
W	 OK, would you like first class or economy class?
M	 Economy, please. And I’d like an aisle seat if possible.

Translation
남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뉴욕 행 좌석을 예약하고 싶어요.

여	 네, 일등석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코노미 석을 원하세요?

남	 이코노미 석을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복도 쪽 자리로 부탁합니다.

Clue
남자가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과 나누는 대화이다.

aisle seat 복도 쪽 좌석 ( window seat 창가 쪽 좌석)

if possible 가능하면

10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M	 I will need to drink a lot of coffee because I need to stay up 

all night to study for the math exam.
W	 Why don’t you drink some tea instead? It will calm you 

down.

Translation
여	 오늘 저녁엔 무엇을 할거니?

남	 수학시험 공부 때문에 오늘 밤을 새야 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야 해. 

여	 대신 차를 마시지 그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줄거야.

Clue
여자는 커피 대신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차를 마실 것을 남자에게 권하고 있다.

stay up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다

calm down 평온하게 하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mm. You are pretty good.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W	 I’ve been practicing for about a year. How about you? 
M	 Me? Oh, I am only a beginner. 
W	 I wouldn’t say that. You are not bad for a beginner.

Translation
남	 흠. 아주 잘하는데. 테니스 친지 얼마나 됐니?

여	 한 일 년정도 연습했어. 넌 어때?

남	 나? 난 초보자야. 

여	 안 그런 것 같은데. 초보자 치고는 나쁘지 않아.

Clue
여자는 남자가 초보자 치고 나쁘지 않다(not bad for a beginner)고 평가했다.

beginner 초보자

12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Hello. Denver Fire Department.
M	 A fire started in the oven. I can’t put it out. Please, hurry.
W	 Please stay calm, sir. Try putting the fire out with a large 

towel.
M	 Okay. I’ll do that right now. Please don’t hang up.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덴버 소방서입니다. 

남	 오븐에서 불이 났어요. 끌 수가 없어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여	 진정 하십시오, 선생님. 커다란 수건으로 불을 꺼 보세요.

남	 알겠어요. 지금 당장 해볼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Clue
put out ~을 끄다

stay calm	차분하게 있다

hang up 전화를 끊다

13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t’s nice to meet you.
	 W	 I’ll see you later.
② M	 Did you watch the game?
	 W	 I didn’t have time to.
③ M	 It’s raining outside.
	 W	 Take an umbrella.
④ M	 Do you have an apple pie?
	 W	 I’m sorry, but we don’t.

Translation
① 남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	 나중에 다시 봐요.

② 남	 그 경기 봤니?

	 여	 그럴 시간이 없었어.

③ 남	 밖에 비가 오고 있어.

	 여	 우산 가지고 가.

④ 남	 애플파이 있나요?

	 여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Clue
만나서 반갑다는 말에 나중에 다시 보자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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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really like my aunt. She painted a picture for me.
W	 That’s wonderful!
M	 Do you have an aunt, too?
W	 No, I don’t.

Translation
남	 난 이모가 정말 좋아. 나에게 그림을 그려서 주셨어.

여	 좋겠다!

남	 너도 이모가 계시니?

여	 아니.

Clue
aunt 이모, 고모 

paint a picture 그림을 그리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Bad dog!
W	 Why do you yell at him all the time?
M	 If a dog hears a loud command, he will usually listen to it.
W	 Maybe if I want my dog to listen, I should yell.

Translation
남	 이 못된 개야!

여	 왜 늘 개한테 소리를 질러요?

남	 개는 큰 소리로 명령을 하면 말을 들어요.

여	 내 개가 말을 듣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겠군요.

① 때리다 ② 소리지르다 ③ 속삭이다 ④ 상처를 주다

Clue
yell 소리치다

command 명령, 명령하다

1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Are you a new employee?
W	 No, I’m not.
M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W	 As long as you have.
M	 Well, why haven’t I seen you before?
W	 I’ve been on vacation.

Translation
남	 신입사원이세요?

여	 아닙니다.

남	 여기서 얼마 동안 일했는데요?

여	 당신이 일한 만큼요.

남	 그런데, 왜 내가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없죠?

여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Clue
직원들간에 있을 수 있는 대화이므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대화이다.

employee 종업원

1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e started our hiking in the morning.
W	 How was the weather?
M	 The sun was very hot and we were thirsty. It was getting 

hotter, too.
W	 It must’ve been very difficult.
M	 Yes. We finally decided to turn back.

Translation
남	 아침에 하이킹을 시작했어.

여	 날씨는 어땠어?

남	 햇볕이 뜨거웠고 목이 말랐어.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졌구.

여	 굉장히 힘들었겠네.

남	 그래.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

Clue
thirsty 목이 마른

turn back 되돌아가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 have to go to the airport to pick up my brother and I have 

to put this in the mail. But I don’t have enough time to do 
both.

W	 I believe there is a post office inside the terminal. You can 
send it from there.

M	 That’s a good idea. Remember the saying ‘ ’?

Translation
남	 내 남동생을 데리러 공항에 가야하고, 이걸 우편으로 부쳐야 해. 그런데 

둘 다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여	 터미널 안에 우체국이 있을 거야, 거기서 보낼 수 있어.

남	 좋은 생각이네. 라는 속담이 생각나지?

① 시작이 반이다.

② 모르는 게 약이다.

③ 현실을 받아들여라.

④ 일석 이조

Clue
pick up ~를 데리러 가다

terminal 종착역, 터미널 

saying 속담 (proverb)

ignorance 무지, 알지 못함 
bliss 축복

face 직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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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is is a game played with a bat and ball by two opposing 
teams of nine players on a field with four bases. The players 
have to run a course of four bases to score runs. They play nine 
innings per game.

Translation
이것은 4개의 베이스가 있는 구장에서 9명의 선수들로 된 두 팀이 방망이와 

공으로 하는 경기이다. 선수들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베이스 4개를 돌아야

만 한다. 게임당 9회를 경기한다.

Clue
야구에서는 점수를 point라고 부르지 않고 run이라고 부른다.

opposing team 상대편 팀

score 점수를 기록하다 

run 점수 

inning 회, 이닝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Cutting this tape means the new beginning. With 63 floors, this 
is one of the tallest buildings in the city. It has a cafeteria, gym, 
and daycare center for babies. The building also has a larg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is only a few minutes walk from 
the nearest subway station.

Translation
이 테이프를 끊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63층으로 되어있는 이 

건물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입니다. 식당, 체육관, 그리고 주간 

탁아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넓은 지하 주차장이 있고, 제일 

가까운 지하철 역에서 도보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Clue
beginning 시작 
daycare center 탁아소, 보육원 

underground parking lot 지하 주차장

TEST   1 1
Answer Key

01 ③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② 08 ③ 09 ④ 10 ①

11 ④ 12 ① 13 ② 14 ②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④ 20 ②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W	 Go straight. Make a right at the second intersection.
M	 The second intersection?
W	 Yes. The post office will be the last building on your right.

Translation
남	 우체국을 어떻게 가죠?

여	 직진하다가 두 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세요.

남	 두번째 교차로에서요?

여	 네. 우체국은 우측 마지막 건물일 거에요.

Clue
get to ~에 도착하다, 다다르다 

intersection 교차점, 네거리 

02 문제유형	:	묘사	
Script
M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W	 I like to play football. You have to run a lot, but it’s a fun 

sport.
M	 That is good for your health.
W	 I think so.

Translation
남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합니까?

여	 저는 미식 축구 하는 것을 좋아해요. 많이 뛰어야 하지만 재미있는 스포

츠에요.

남	 당신 건강에도 좋겠어요.

여 맞아요.

Clue
when you have free time 여가 시간이 있을 때(when you are free)

health 건강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does Mr. Parker teach?
W	 He teaches German.
M	 Is that right? Someone told me that he teaches French, but 

when he talks it doesn’t sound like French.

Translation
남	 파커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니?

여	 독일어를 가르치셔. 

남	 그래? 누군가 그 분이 불어를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불어처럼 들리지 

않거든.

Clue
He teaches German을 통해 독일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rman 독일의, 독일 사람의, 독일어

French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의,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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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ey, Kathy. I’m thinking about renting a movie, and I want 

to know what kind you like.
W	 I like action movies and comedies.
M	 Is that right? I’ll go see what I can find.

Translation
남	 캐씨. 영화를 하나 빌릴 생각인데, 넌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여	 액션 영화나 코메디가 좋아.

남	 그래? 가서 뭐가 있는지 볼게.

Clue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빌리러 가서(rent a movie) 

영화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므로, 그들은 빌린 영화를 집에서 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rent 임대하다, 임대료 

05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I’m thinking of buying a computer this year.
M	 That’s a good idea.
W	 But they’re very expensive.
M	 I know a store that is cheap.

Translation
여	 올해 컴퓨터를 살 까 생각 중이야.

남	 좋은 생각이네.

여	 하지만 너무 비싸다구.

남	 내가 싼 가게를 알고 있어.

Clue
expensive 값비싼 

cheap 값싼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How did you enjoy your meal?
W	 It was very good. May I have the bill now, please?
M	 It’s 23 dollars all together.
W	 Here is $50.
M	 Thank you. I’ll be right back with the change.

Translation
남	 식사 어떠셨어요?

여	 아주 맛있었어요. 지금 계산서 주시겠어요?

남	 모두 23달러입니다.

여	 여기 50달러요.

남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을 곧 갖다 드릴게요.

① 17달러 ② 23달러 ③ 27달러 ④ 50달러

Clue
twenty three dollars를 제대로 들으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

bill 계산서 

all together 다 함께, 합계 

07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Can you give one reason why I should hire you?
M	 I’m well-experienced and can easily adjust to different 

work environments.
W	 Do you think you can handle a variety of different tasks?
M	 I am sure I can. I’ve had ten different jobs during the last 

four months.

Translation
여	 내가 당신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 하나만 말해 보시겠어요?

남	 전 경험이 많고, 어떤 근무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	 다양한 업무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물론이죠. 지난 4개월 동안 10개의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Clue
여자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채용을 위한 면접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ire 고용하다

adjust 적응하다

handle 다루다

task 직무, 과제

08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It will cost you one hundred dollars for pulling out your 

boy’s tooth.
W	 A hundred dollars! It used to be twenty dollars before.
M	 Sorry. I got mixed up. It is twenty dollars. You are right.

Translation
남	 아드님의 이를 뽑는데 100달러입니다.

여	 100달러나요! 전엔 20달러였잖아요.

남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0달러에요. 당신이 맞습니다.

Clue
남자는 가격을 잘못 말해주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다.

pull out ~를 뽑다, 당기다

get mixed up 착각하다, 혼동하다

09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What city and state, please?
W	 Los Angeles, California.
M	 Last and first name, please.
W	 Watson, Olivia.
M	 Please hold on. I will connect you to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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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전화가 울린다.]

남	 도시와 주를 말해 주세요.

여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요.

남	 성함을 말해 주세요.

여	 올리비아 왓슨입니다.

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객 서비스로 연결시켜 드릴게요.

Clue
connect 연결하다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10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Do you want to go and watch a baseball game?
W	 Which teams are playing? 
M	  LG is playing against KIA.
W	 That sounds exciting. Alright! I’ll go with you.

Translation
남	 야구 경기 보러 갈래?

여	 어느 팀이 경기하는데?

남	 LG와 KIA가 시합해.

여	 재밌겠다. 좋아! 같이 갈게.

Clue
I’ll go with you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므로, 함께 경기를 보러 갈 것이다.

1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M	 I’m going to Hawaii soon.
W	 With whom?
M	 My wife and kids.
W	 When do you leave?
M	 On December 30th, we pack our bags. And we take off the 

day after.

Translation
남	 저 곧 하와이에 가요.

여	 누구와 가세요?

남	 아내랑 아이들이랑요.

여	 언제 떠나는데요?

남	 12월 30일에 짐을 싸고, 그 다음날 떠나요.

① 12월 3일 ② 12월 13일 ③ 12월 30일 ④ 12월 31일

Clue
12월 30일에 짐을 싸고, 그 다음 날 떠나므로 12월 31일에 비행기를 탄다.

pack 짐을 꾸리다

take off 떠나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the day after 그 다음 날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ey, Nicole. Can you get me a glass of cold water?
W	 Can’t you see I’m busy right now?
M	 But, you’re standing right next to the fridge.
W	 Doesn’t mean I should! You should get your own water.

Translation
남	 안녕, 니콜. 시원한 물 한잔 가져다 줄래?

여	 지금 나 바쁜 거 안보이니?

남	 하지만 네가 냉장고 바로 옆에 서 있잖아.

여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네가 가져다 마셔.

Clue
fridge 냉장고(refrigerator)의 준말

13 문제유형	:	관계	
Script
W	 I really appreciate your contribution to the recent growth of 

the school.
M	 Thanks for the compliment. I’m always prepared to do my 

best.
W	 I want you to keep up the good work.

Translation
여	 최근의 성공적인 학교 발전에 기여해 주신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	 계속 일을 잘 해 주기를 바래요.

Clue
the recent growth of the school이라고 했으므로 교장-교사 관계이다.

appreciate 인정하다, 감사하다

contribution 기여, 공헌

recent 최근의, 근래의

compliment 찬사, 칭찬하다

1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How may I help you?
M	 I would like to have my groceries delivered to my place, 

please.
W	 No problem. What’s the address?
M	 21 Maple St. Apt number 2.

Translation
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이 식료품을 집으로 배달시키고 싶어요.

여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남	 메이플가 21번지 아파트 2입니다.

Clue
have something delivered ~을 배달시키다

place 집, 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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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Are you ready for the trip to Korea next week?
W	 No, I still have a few things to buy.
M	 The forecast said it’s really cold over there.
W	 I know. That’s what I’m worried about.

Translation
남	 다음 주에 한국으로 여행갈 준비는 다됐니?

여	 아니, 아직도 살 것이 조금 남았어.

남	 일기예보에서 한국은 굉장히 추울 거라던데.

여	 알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Clue
forecast (날씨의) 예보

16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Are you excited about meeting everyone at dinner tonight?
W	 I’m not sure.
M	 Is anything wrong?
W	 I don’t feel comfortable being around a lot of people.
M	 Everyone there will be very friendly. Don’t worry.

Translation
남	 오늘 저녁식사 때 모두를 만나니까 흥분되니?

여	 잘 모르겠어요.

남	 무슨 문제가 있어?

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서요.

남	 거기 올 모든 사람들은 친절할 거야. 걱정하지 마.

Clue
friendly 다정한, 친절한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M	 I don’t think so. We’ve got a lot of food here.
W	 We don’t have much milk or rice left.
M	

Translation
여	 식료품을 사러 가야겠어.

남	 아닐 텐데.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

여	 우유와 쌀이 거의 없어.

남	

① 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②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③ 난 밥을 싫어해.

④ 그래. 오늘 쇼핑하러 가자.

Clue
go grocery shopping 식료품을 사러 가다, 장을 보러 가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Let me show you around my new apartment.
W	 It looks wonderful. The children must like it.
M	 Yes, they do.
W	 Is there a full-time janitor for the apartment building?
M	 Yes, we have a very good janitor.

Translation
남	 제 새 아파트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	 아주 멋지군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남	 네. 좋아해요.

여	 아파트 건물에 상시 관리인이 있나요?

남	 네, 아주 훌륭한 관리인이 있어요. 

①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② 그는 이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③ 그는 작년에 이곳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④ 그는 아파트를 아주 깨끗이 유지해요.

Clue
좋은 관리인이라고 했으므로 이어지는 말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

janitor 수위, 관리인

keep something clean ~를 깨끗이 유지하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i, Catherine! It’s me, James. I wanted to tell you that I’ll drop 
by your house as soon as I can this afternoon. Please call me 
back the moment you get this message. Bye.

Translation
안녕, 캐서린! 나 제임스야. 오늘 오후에 시간 나는 대로 너의 집에 들리려고 

해. 이 메세지를 듣는 대로 전화해 줘. 안녕.

<전화메세지>

수신 ① 캐서린

발신 ② 제임스

메세지 ③ 오후에 시간이 나면 그가 그녀의 집에 들름

         ④ 저녁에 답신 전화를 할 것

Clue
전화를 부탁하는 시점은 ④의 in the evening이 아닌 the moment you 
get this message이다.

drop by ~에 들리다, 방문하다

call back 다시 전화하다

the moment 당장, 그 순간에

20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I couldn’t believe how many students there were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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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em were looking at me. All of a sudden, the room 
became very hot and I got very thirsty. I could feel my heart 
beat faster. I tried to start my speech, but no words came out of 
my mouth.

Translation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교실 안이 더워지면서 목이 말랐다. 내 심장이 점

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한 마디도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Clue
all of a sudden 갑자기 

thirsty 목마른 

speech 말하기, 연설, 강연 

come out of ~에서 나오다 

TEST   1 2 
Answer Key

01 ② 02 ② 03 ③ 04 ② 05 ②

06 ① 07 ③ 08 ④ 09 ②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② 15 ③

16 ④ 17 ③ 18 ① 19 ① 20 ③

01 문제유형	:	도형	묘사	
Script
There are five letters in the rectangle. The letter S is at the 
center of the rectangle and the letters O and L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rectangle.

Translation
직사각형 속에 5개의 문자가 있다. S가 직사각형의 중심에 있고, O와 L이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다.

Clue
rectangle 직사각형

at the center of ~의 가운데에 

02	 문제유형	:	동물	묘사	
Script
M	 How may I help you?

W	 I’d like to buy a kitten.
M	 OK. Please take a look around. We have many cats here.
W	 Oh, yes, the one playing with the ball. That’s so cute.
M	 Good choice. She is very healthy, too.

Translation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사고 싶어요.

남	 알겠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고양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여	 아, 네.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고양이요. 무척 귀엽네요.

남	 잘 고르셨어요. 무척 건강한 고양이입니다.

Clue
kitten 새끼 고양이 

take a look ~을 보다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ow. It’s a real big one you caught! You are lucky.
M	 I think this is the biggest one I’ve ever caught at this beach. 

It swims fast, too.
W	 Let’s bring it home and cook it. I love fresh seafood.

Translation
여	 와. 네가 잡은 것 엄청 크다. 운이 좋네.

남	 이 바닷가에서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헤엄도 빨리 치던데.

여	 집에 가져가서 요리 해 먹자. 난 신선한 해산물을 무척 좋아하거든.

Clue
swims fast와 seafood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fish라고 유추 할 수 있다.

caught catch의 과거형

seafood 해산물

04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Let’s bake a pumpkin pie.
M	 It’s a good idea.
W	 Could you go to the store and get a pumpkin for me?

Translation
여	 호박 파이를 만들자.

남	 좋은 생각이야.

여	 가게에 가서 호박 좀 사다 줄래?

Clue
bake 빵, 과자 등을 굽다

pumpkin pie 호박 파이 

05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화제	
Script
M	 Pandas like to climb trees. Where are Pandas from?
W	 They are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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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hat do they eat?
W	 When they get hungry, they eat bamboo trees.

Translation
남	 팬더는 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 팬더는 어디서 온걸까?

여	 중국에서 왔어.

남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지?

여	 배가 고파지면, 대나무를 먹어.

Clue
get hungry 배가 고프다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your vacation?
M	 I’m not sure, but I think I’ll learn a new computer language.
W	 When does your vacation start?
M	 In a week, on July 8th.

Translation
여	 휴가 동안에 무엇을 할거니?

남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공부할 생각이야.

여	 휴가는 언제부터니?

남	 일주일 후, 7월 8일부터야.

Clue
in a week 일주일 후에 

07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I hear that you live in a flat. What’s your flat like?
W	 It’s small and the building is very old, but it’s comfortable. 
M	 Really? Maybe I should rent a flat instead of a house.

Translation
남	 아파트에서 산다며. 네 아파트는 어떠니?

여	 작고 건물이 아주 오래됐지만 편해.

남	 정말? 어쩌면 주택 대신에 아파트를 임대해야겠다.

Clue
남자가 주택 대신 아파트를 임대할 지도 모르겠다(Maybe I should rent a 
flat instead of a house.)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살 곳을 찾고 있다.

flat 아파트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So, Ed. You’re going to cancel the party?
M	 Oh, you know what my landlord’s like. He won’t let us 

have a party there.
W	 Let’s ask Jimmy. Perhaps he will let us have a party at his 

apartment.

Translation
여	 그래, 에드. 파티를 취소 할거니?

남	 너 우리 집 주인이 어떤지 알잖아. 거기서 파티를 못하게 할거야.

여	 지미에게 물어보자. 아마 그 애 아파트에서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Clue
여자는 지미의 아파트에서 파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ancel 취소하다

landlord 집주인

09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How many students are in your class?
W	 We only have eight.
M	 That’s great. You can study a lot.
W	 Right. I can talk to the teacher a lot, too.

Translation
남	 너희 반엔 학생이 몇 명이 있니?

여	 우린 반엔 8명 밖에 없어.

남	 좋겠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잖아.

여	 맞아.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

Clue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서 학생들 사이의 대화이다.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This is your first time in the city, right?
M	 Yeah, how could you tell?
W	 Well, you can tell tourists from a mile away in this city 

because they walk down the street looking straight up at the 
skyscrapers.

M	 Was it that obvious?

Translation
여	 이 도시에 처음이시죠, 그렇죠?

남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여	 이 도시에서는 멀리서도 여행객을 구별할 수 있는데, 고층 건물들을 올

려다 보면서 거리를 겉기 때문이에요. 

남	 그렇게 티가 났나요?

Clue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여행자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여자

는 남자의 행동(they walk down the street looking straight up at the 
skyscrapers)을 지적한다.

tell 구분하다, 알다

skyscraper 고층 건물

obvious 명백한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o you know how long it takes to get to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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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of Art?
W	 It shouldn’t take more than twenty minutes for an average 

taxi driver.
M	 Okay. Sorry for asking, but could you tell me how much 

the fare will be?
W	 It shouldn’t be more than $18.

Translation
남	 국립미술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여	 보통 택시 운전수들은 20분 이상은 안 걸릴 거에요.

남	 알겠습니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요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	 18달러 이상은 안 나올 거에요.

Clue
여자는 마지막 문장에서 18달러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verage 보통

fare 요금, 운임

12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Hurry! Get your sled.
W	 Everyone is out to see the snow.
M	 The children began making a snowman.
W	 How wonderful!

Translation
남	 서둘러! 썰매를 가지고 나와.

여	 사람들이 눈 구경 하려고 다 나왔네.

남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

여	 정말 멋지다!

Clue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눈 구경을 하고 눈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장소가 동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led 썰매

snowman	눈사람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Anne, are you busy this afternoon?
W	 A little bit. Why do you ask?
M	 We were thinking about playing some computer games. Do 

you want to join us?
M	 No, I can’t. I need to clean my room.

Translation
남	 앤, 오늘 오후에 바쁘니?

여	 약간. 왜 묻는데?

남	 컴퓨터 게임을 할까 생각 중인데, 같이 할래?

여	 안돼. 내 방 청소를 해야 하거든.

Clue
Do you want to join us?로 묻는 것을 보아 이미 한 사람 이상과 약속이 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둘이서 하자는 뜻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 한다.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do you do for fun at school?
M	 I sing and play with other children.
W	 Anything else?
M	 We play soccer and draw pictures.

Translation
여	 학교에서 재미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니?

남	 친구들과 노래하고 놀기도 해요.

여	 또 다른 것은 없니?

남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려요.

Clue
for fun 즐기기 위한, 재미있는 것으로

play soccer 축구를 하다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리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y are you late?
M	 Mom, I left your car keys in the car.
W	 You mean you locked them in the car?
M	 Yes, that’s what I did.
W	 That’s not a smart thing to do.

Translation
여	 왜 늦은거니?

남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 놓고 내렸어요, 엄마.

여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갔다는 소리니?

남	 네, 그랬어요.

여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구먼.

Clue
lock 잠그다, ~에 자물쇠를 채우다

1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Outback Restaurant. How may I help you?
M	 Yes,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dinner tomorrow.
W	 How large is your group, sir?
M	 Six, all together.
W	 What time will you be arriving?
M	 Around half past seven.

Translation
여	 아웃백 식당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네, 내일 저녁식사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	 일행이 몇 분 이십니까?

남	 총 여섯 명입니다.

여	 몇 시에 도착하실 예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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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후 7시 30분 쯤이요.

Clue
How large is your group?은 일행이 몇명이나고 물어보는 표현으로 How 
many in your group?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reserve 예약하다

group 일행, 단체

half past seven 7시 30분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John, can you come into my office for a minute? I need 

your help.
M	 I’m sorry I’m tied up with something very important right 

now.
W	 Oh, I’m sorry I bothered you.
M	

Translation
여	 존, 내 사무실로 잠깐 와주시겠어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남	 미안하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일로 꼼짝 못해요. 

여	 저런, 방해해서 죄송해요.

남	

① 다신 그러지 마세요. ②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③ 괜찮아요. ④ 당신 잘못입니다.

Clue
사과에 대한 남자의 적절한 응답을 찾아야 한다.

for a minute 잠깐동안 

be tied up with ~로 꼼짝 못하다, 매우 바쁘다

bother 방해하다, 성가시게 하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W	 Hi, Mr. Heyman. This is Mary Stevens.
M	 Oh, hi, Miss Stevens.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at the 

moment. Would it be OK if I called you back later?
W	 Sure, I’ll be home by noon.
M	 OK.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여	 안녕하세요, 헤이먼씨. 메리 스티븐스입니다.

남	 아, 스티븐스 양. 제가 지금 뭘 하는 중 이어서 바쁘거든요. 나중에 전화 

드려도 괜찮나요?

여	 그럼요. 정오까지는 집에 있을 거에요.

남	 네. 

① 그때까지 전화할게요.

② 얼마나 오래 거기 있을 거죠?

③ 그거 좋아요.

④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Clue
in the middle of ~의 도중에, ~의 중앙에 

at the moment 바로 지금 

call back 다시 전화하다

by then 그때까지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is is a very physical team sport played mainly in America. 
Each team has 11 players. Players run or pass the ball to 
advance to opposing team’s goal line for a touchdown.

Translation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행해지는 매우 육체적인 팀 스포츠이다. 각 팀은 11명

으로 구성되고, 선수들은 터치다운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골 라인까지 볼을 

들고 뛰거나 패스한다.

Clue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mainly 주로, 대체로

advance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opposing team 상대편 

touchdown [미식축구] 터치다운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방의 골라인 넘기)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 typhoon is violent weather with strong winds and rain. 
Hurricanes and cyclones are other names for severe tropical 
storms. We can’t stop typhoons, but we can prepare for them by 
listening to the weather forecasts.

Translation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격렬한 기상상태이다. 허리케인이나 싸

이클론은 열대성 폭풍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

기예보를 듣고 준비를 할 수 있다.

Clue
태풍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typhoon 태풍

violent 폭력적인, 무서운

hurricane 허리케인

cyclone 싸이클론 (인도양에서 발행하는 열대성 저기압) 

storm 폭풍

prepare for ~의 준비를 하다, 대비하다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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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 3
Answer Key

01 ② 02 ① 03 ①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③ 10 ③

11 ③ 12 ① 13 ② 14 ③ 15 ③

16 ③ 17 ① 18 ② 19 ③ 20 ④

01 문제유형	:	도형	묘사
Script
You can see a big rectangle. There are three small circles inside 
the rectangle. There is a triangle in the circle above a triangle.

Translation
큰 직사각형이 하나 보인다. 사각형 안에는 3개의 작은 원이 있다. 삼각형 

위의 원 안에는 삼각형이 있다.

Clue
rectangle 직사각형

circle 원

triangle 삼각형

02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Could I help you?
M	 Yes, I want two cups of coffee, please.
W	 Do you want large or small?
M	 How about one of each, please?

Translation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커피 두 잔을 사고 싶어요.

여	 큰 사이즈로 드릴까요, 작은 사이즈로 드릴까요?

남	 각각 하나씩 주세요.

Clue
one of each 하나씩 각각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eard that you’re taking some classes after work.
W	 Yes, I am. I’m taking an Arabic class and an aerobics class 

on weekdays.
M	 Boy, you are a busy person.

Translation
남	 너 요즘 일 끝나고 강의를 듣는다던데.

여	 응, 맞아. 주중에 아랍어 강의하고 에어로빅 강의를 듣고 있어.

남	 세상에, 너 정말 바쁘구나.

Clue
여자는 주중에 아랍어 강의와 에어로빅 강의를 듣고 있다.(I’m taking an 
Arabic class and an aerobics class.)
after work 일과 후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lecture, Jamie?
M	 Boring, as usual. I thought he was talking rubbish.
W	 You sound like you could do a better job than the professor.

Translation
여	 그래,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이미?

남	 언제나처럼 지루하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여	 네가 교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Clue
남자는 교수가 실없는 말(talk rubbish)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lecture 강의 

as usual 언제나처럼

rubbish 하찮은 생각, 시시한 일 

05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John, can you name a bird that can’t fly?
M	 There are several, Jennifer. Could you give me a clue?
W	 Yes. Even though it can’t fly, it’s a good swimmer.

Translation
여	 존, 나르지 못하는 새 이름 하나 댈 수 있어?

남	 몇 가지 있잖아, 제니퍼. 힌트 좀 줄래?

여	 응. 날지는 못하지만 수영은 잘 해.

Clue
clue 힌트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M	 I’m calling to reconfirm my flight reservations.
W	 OK. What’s the flight number and date, sir?
M	 It’s flight 181 on July 10th. And could you give me the 

departure time, please?

Translation
남	 비행기 예약을 재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여	 알겠습니다. 항공편 번호와 일자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

남	 7월 10일 181편입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 좀 알려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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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reconfirm 재확인하다

departure 출발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Maybe we can talk about fast food for a hot topic.
M	 Yeah, I heard that fast food is unhealthy food.
W	 Well, people need to know what they are really eating when 

going to a fast food restaurant.

Translation
여	 중요한 안건으로 패스트 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남	 네, 패스트 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여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그들이 먹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Clue
패스트푸드의 해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for a hot topic 뜨거운 논제로

unhealthy 건강에 나쁜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o you want to share a taxi to the airport?
W	 Actually I’m not flying. I’m going to the business meeting 

by bus.
M	 That’s right. I forgot that you are afraid of flying.

Translation
남	 공항까지 택시를 같이 타고 가시겠습니까?

여	 사실 저는 비행기로 가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회의에 갈 예정이에요.

남	 맞아요.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 하시는 걸 잊었네요.

Clue
share a ride 차를 같이 타다, 합승하다(car pool)
by bus 버스를 타고 (by train 기차를 타고, by plane 비행기를 타고)

afraid of flying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는

09 문제유형	:	관계	
Script
W	 It’s making a strange sound. What’s wrong with it?
M	 I think your car has an engine problem.
W	 How much will it cost to have it fixed?

Translation
여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가 잘못된거죠?

남	 당신 차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	 수리비는 얼마나 들까요?

Clue
자동차 고장에 대해 정비사와 손님이 대화하는 내용이다.

fix 고치다, 수리하다(repair) 

1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Do you enjoy playing sports?
W	 Not really. I don’t play any sport. Do you?
M	 Yes, I play football every Sunday.
W	 Sounds exciting. Would you teach me how to play football?

Translation
남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니?

여	 별로야. 난 하는 운동이 없어. 너는 하니?

남	 응. 일요일 마다 미식축구를 해.

여	 신나겠는데. 나에게 미식축구를 가르쳐 주겠니?

Clue
미식축구를 가르쳐 주겠냐고 부탁하고 있다.

football 미식축구 (soccer 축구)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Do you read a lot of novels?
M	 I guess so. I read about ten novels a year.
W	 I see. And what was the last one you read?
M	 Let me see. I think it was Dead Man Walking.
W	 I read that myself. I think it’s beautifully written.

Translation
여	 소설을 많이 읽니?

남	 그런것 같아. 일년에 소설 10권 정도 읽어.

여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읽은 소설이 뭐니?

남	 어디 보자. ‘데드맨 워킹’이라는 소설이야.

여	 나도 읽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쓰여진 책인것 같아.

Clue
남자와 여자는 소설(novel)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ave you tried the new buses yet?
W	 The new buses? Are they different from the old ones?
M	 A little. Like the old ones, there’s a fare box. However, 

there are many ways to pay for the ride. You can pay with a 
fare card, coins, a bill or a bus pass.

W	 That sounds wonderful.

Translation
남	 신형 버스를 타보셨나요?

여	 신형 버스요? 기존 버스와 차이가 있나요?

남	 조금은요. 기존 버스처럼 요금통은 있어요. 하지만 탑승 요금을 내는 방

법이 다양해요. 요금카드, 동전, 지폐, 또는 버스패스로 요금을 낼 수 있

어요. 

여	 굉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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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fare (배, 기차, 버스 따위의) 요금, 운임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eard you went out on a date last night. How did it go?
W	 It was alright. We had a good time.
M	 What’s his name and what’s he like?
W	 His name is David. He is about 6 feet tall and has short 

curly hair and of course, he is such a gentleman.

Translation
남	 어제 저녁에 데이트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니?

여	 괜찮았어. 좋은 시간을 보냈지.

남	 그 사람 이름은 뭐고 어때?

여	 이름은 데이빗이야. 키는 6피트 정도 되고, 짧고 약간 곱슬 머리에, 물

론 아주 예의가 바르더라.

Clue
데이트 상대에 대한 남자의 질문(What’s his name and what’s he like?)

에 여자가 설명하고 있다.(He is about~.)
go out on a date 데이트하다

curly 곱슬머리의 

14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What’s wrong, Suzie?
W	 I have a big chemistry test tomorrow. I’m afraid that I won’t 

do well on it.
M	 Why? You’ve been studying for weeks.
W	 Yes, but I always get so nervous the day before a test.
M	 You’ll do fine. Just relax and do your best.

Translation
남	 수지, 무슨 고민 있니?

여	 내일 중요한 화학시험이 있거든. 시험을 잘 보지 못할까봐 걱정 돼.

남	 왜? 몇 주동안 공부해왔잖아.

여	 응, 근데 나는 시험 전날에는 항상 긴장돼.

남	 잘 할 거야. 마음을 편하게 먹고 최선을 다해.

Clue
여자는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긴장하고 걱정한다.

chemistry 화학 

get nervous 긴장하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15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Happy birthday, Jessica. How old are you today?
W	 I am six today. Let’s light the candles.
M	 Okay.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W	 Great! Let’s cut the cake.

Translation
남	 제시카, 생일 축하한다. 오늘 몇 살 됐니?

여	 오늘 6살 됐어요. 촛불을 켜요.

남	 됐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서 끄도록 해.

여	 와! 케이크를 잘라요.

Clue
light 불을 붙이다

make a wish	소원을 빌다

blow out 불어 끄다

16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Sam and Ben won the best prize.
	 W	 Good for them.
②	 M	 She is a great babysitter.
	 W	 I know. Children love her.
③ M	 Steve has a new shirt for the party.
	 W	 I am not going to the party.
④ W	 Those flowers are beautiful.
	 M	 I can’t agree with you more.

Translation
① 남	 샘과 벤이 최고상을 받았대.

	 여	 잘됐구나.

② 남	 그 여자는 애를 아주 잘 봐줘.

	 여	 알아. 애들이 그녀를 아주 좋아해.

③ 남	 스티브가 파티에 가려고 새 셔츠를 샀어.

	 여	 난 파티에 안 갈거야.

④ 여	 저기 꽃들이 아름다워.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Clue
③에서 여자는 새로 산 셔츠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babysitter 베이비시터, 아기 봐주는 사람 

I can’t agree with you more.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Can you break a dollar?
W	 Yes, I think so. What do you need?
M	 I need quarters.
W	

Translation
남	 1달러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줄 수 있으세요?

여	 네. 어떤 동전이 필요하세요?

남	 쿼터가 필요합니다.

여	

① 여기 쿼터 4개 있습니다. ② 여기 다임 4개 있습니다.

③ 여기 1달러 지폐입니다. ④ 잔돈은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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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1달러는 4개의 쿼터이다.

break a dollar 1달러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꾸다

change 잔돈

quarter 25센트 동전

dime 10센트 동전

bill 지폐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ould you like an ice-cream?
W	 No, thanks.
M	 Oh, come on. Have one.
W	 No, thanks really. 

Translation
남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여	 아뇨, 괜찮습니다.

남	 그러지 말고 하나 드세요

여	 아뇨, 정말 괜찮아요 .

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② 방금 하나를 먹었어요.

③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④ 그 상표를 아주 좋아해요.

Clue
여자는 방금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남자의 권유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 
ring that rotates to move vehicles like carts or carriages for the 
transporting and delivering of people and goods.

Translation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이것은 둥근 모양으로 돌면

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마차나 수레 같은 차량을 움직이게 해준다.

Clue
invention 발명

rotate 회전하다

vehicle 차량

carriage 4륜 마차

transport 수송하다, 나르다

goods 상품, 물품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 can’t wait until fall season because it’s my favorite time of the 
year. I love cool weather and watching the leaves change their 
colors. I won’t have to stay inside because it’s not hot or cold 
outside.

Translation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일년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 때문이야. 

선선한 날씨와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걸 보는 것이 좋아. 바깥 날씨가 덥거

나 춥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야.

Clue
stay inside 실내에 머물다

TEST   1 4
Answer Key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② 07 ② 08 ② 0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② 18 ① 19 ④ 20 ②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Good afternoon, sir. May I help you?
M	 Yes, I am looking for bicycles for my children.
W	 How old are they?
M	 The older one is ten and the younger one is four.
W	 I recommend one bicycle and one tricycle for them.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제 아이들에게 줄 자전거를 찾고 있어요.

여	 아이들이 몇 살이죠?

남	 큰 애는 10살이고, 작은 애는 4살입니다.

여	 두발자전거 하나와 세발자전거가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Clue
bicycle과 tricycle을 구별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recommend 권유하다

bicycle 두발자전거

tricycle 세발자전거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A-mart?
M	 Sure,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first intersection.
W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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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Keep going straight to the end of the street. It’s on your 
right side.

Translation
여	 A-마트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남	 그러죠. 직진하시다가 첫번째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여	 네.

남	 그 길 끝까지 직진하시면 오른 편에 있습니다.

Clue
go straight 똑바로 가다, 직진하다 

keep ~ing 계속 ~하다 

03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I feel very tired. And I still have two classes to attend this 

afternoon.
M	 You’ve been working too hard lately. Get some rest.
W	 I know, but I still have to work hard to get a good grade.

Translation
여	 너무 피곤해. 그런데 아직도 오후에 수업이 두 개 남아 있어.

남	 너 요새 너무 열심히 일했잖아. 좀 쉬도록 해.

여	 알아, 그렇지만 좋은 점수를 따려면 열심히 해야만 돼.

Clue
lately 요즈음, 최근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id you like the story we read in class today?
W	 Yes. And, I was very impressed that the author won many 

awards.
M	 The author is very unique and interesting.

Translation
남	 오늘 수업시간에 읽은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여	 응. 그리고 작가가 많은 상을 받았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어.

남	 그 작가는 매우 독특하고 재미있어.

Clue
impressed 감명받은

author 작가

award 상

unique 독특한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Scott, there’s a Mr. Barnett on the phone who wants to talk 

to you.
M	 I’m busy at the moment. Can you ask him to hold? Tell him 

I’ll be with him in a few seconds.

W	 Sure. He’s on line 2.
M	 Thanks, Kate.

Translation
여	 스캇, 바넷씨라는 분이 너와 통화하고 싶어하는데.

남	 지금은 바쁜데. 잠깐 기다리라고 전해줄래? 곧 전화를 받겠다고 말해줘.

여	 알았어. 2번 전화야.

남	 고마워, 케이트.

Clue
I’m busy at the moment만을 듣고서 답을 혼동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

화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So, you want these shirts and two pairs of pants and a belt.
M	 That’s right. How much do I owe you?  
W	 Let me see. Hmm... It comes to $120 altogether.
M	 Is that right? I only have $100 on me. Take out the belt, 

then.

Translation
여	 그럼 이 셔츠들과 바지 두벌 그리고 벨트 하나를 사시는 거죠.

남	 네, 얼마를 드려야 하죠?

여	 어디 보죠. 흠... 모두 다 합쳐서 120달러입니다.

남	 그래요? 지금 100달러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벨트를 빼주세요.

Clue
셔츠들과 바지 두 벌, 벨트는 모두 120달러(comes to $120 altogether)이지

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달러 뿐이어서 벨트를 사지 않겠다 하였으므로, 

남자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How much do I owe you? 얼마입니까?

take out ~을 꺼내다, 들어내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id you hear about George’s car accident?
W	 Yeah, I did. I was glad to hear that he only suffered a minor 

injury.
M	 How is he now? 
W	 He is alright, but is still shaken up a little.

Translation
남	 조지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들었니?

여	 응, 들었어. 경미한 부상이어서 다행이야.

남	 조지는 지금 어떠니?

여	 괜찮아, 하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나 봐.

Clue
suffer (고통을) 겪다

minor 심각하지 않은

injury 부상

be shaken up ~로 동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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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Do you really have to work during the holidays?
W	 Not really. My parents are fairly well off. I receive some 

nice pocket money from my parents.
M	 Must be nice. I wish my parents would do the same.

Translation
남	 너 휴일 동안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여	 그렇진 않아. 우리 부모님은 꽤 잘사는 편이어서, 용돈을 충분히 주셔.

남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Clue
남자가 자신의 부모님도 여자의 부모님처럼 용돈을 넉넉히 주길 바라는 것(I 
wish my parents would do the same.)으로 보아 그는 용돈을 많이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be well off 부유하다

pocket money 용돈(allowance)

09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Hi. How are you?
W	 Hello, Tom. So,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today?
M	 Nothing. I just came in for a check-up and teeth cleaning.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여	 안녕, 탐.  오늘은 무슨 문제야?

남	 아무것도요. 그냥 정기 진단받고, 치아 스케일링 하러 왔어요.

Clue
a check-up and teeth cleaning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치과의사와 환자 사

이임을 알 수 있다.

check-up	일반 정기 진단

teeth cleaning deep cleaning(scaling)보다는 가벼운 치아 세척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ere does your aunt Hilda live now?
M	 She lives in Missouri.
W	 How is she doing? I haven’t seen her for a long time.
M	 She lives in misery. She lost her son a year ago due to a car 

accident.

Translation
여	 힐다 이모는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니?

남	 미주리 주에 살고 계셔.

여	 어떻게 지내시니? 뵌 지 오래됐는데.

남	 비참하게 살고 계시지. 일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으셨거든.

Clue
lives in misery는 lives in Missouri와 발음은 비슷하지만 ‘비참하게 살고 있

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misery 비참한 상태, 불행

11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May I help you?
W	 What’s the name of that plant over there?
M	 That’s a Venus flytrap.
W	 Really? Does it capture flies?
M	 Yes, and other insects, too.
W	 I have never seen one before.

Translation
남	 도와 드릴까요?

여	 저기 있는 저 식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남	 그것은 파리지옥입니다.

여	 정말이요? 파리를 잡아 먹나요?

남	 네, 그리고 다른 곤충들도 잡아 먹습니다.

여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Clue
파리를 잡아먹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직업은 식물학자이다.

Venus flytrap 파리지옥(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의 일종)

12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Friendly Bank.
W	 I’d like to open a savings account. How do I do that?
M	 I’m sorry. But you have to do it in person at the bank. 
W	 Okay. I’ll be there tomorrow afternoon when I am not so 

busy.

Translation
[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프렌들리 은행입니다.

여	 저축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남	 죄송합니다만, 은행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바쁘지 않을 때 방문할게요.

Clue
open a savings account 저축 예금 구좌를 개설하다

≠ open a checking account 당좌 예금 구좌를 개설하다 

in person 직접

13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i, Sue. Where are you going?
W	 To the lab. A friend of mine and I are going to do some 

experiments. How about yourself?
M	 To the principal’s office. He wants to see me in his office.  

He looked angry. I am worried.

Translation
남	 안녕, 수. 어디 가는 중이니? 

여	 실험실에. 친구하고 같이 실험을 할 거거든. 너는 어디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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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장선생님 사무실에. 교장실에서 좀 보자고 하셨어. 화가 나신 것 같은

데, 걱정 돼.

Clue
lab 실험실(laboratory의 줄임말)

experiment 실험 

principal 교장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ave you been to Long Island?
M	 No, I have not. But, do you know why they call it Long 

Island?
W	 Who knows? Maybe because the island is long and narrow.  

Well, I’m not sure.

Translation
여	 롱 아일랜드에 가 본적 있니?

남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곳을 롱 아일랜드라고 부르는지 아니? 

여	 누가 알겠어? 섬이 길고 좁아서 그럴지도 모르지. 글쎄, 모르겠다.

Clue
남자가 롱 아일랜드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묻자 여자는 Maybe(아마도)

로 대답하며 결국 I’m not sure.(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

번이다.

15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Excuse me. What time is it?
	 W	 It’s five thirty.
② M	 Do you live here?
	 W	 Yes, I live here.
③ M	 Do you speak English?
	 W	 Yes, I speak a little English.
④ M	 Have you lived here long?
 W	 Yes, I just moved in.

Translation
① 남 실례지만 지금 몇 시 입니까?

	 여 5시 반입니다.

②	남 여기에 사십니까?

 여 네, 여기 삽니다.

③	남 영어를 하십니까?

 여 네, 영어를 약간 합니다.

④ 남 이곳에 오래 사셨습니까?

	 여 네, 방금 이사 왔습니다.

Clue
오래 살았냐는 질문에 ④	‘방금 이사왔다’는 적절하지 않은 응답이다.

16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I am thinking about renting a movie.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W	 What kind of movie do you have in mind?
M	 What about an action movie?
W	 I don’t really like action movies. How about a romantic 

comedy?
M	  OK. I’ll go to the video store and see what I can find.

Translation
남	 영화를 빌려 볼까 하는데. 나랑 같이 갈래?

여	 무슨 영화를 빌릴 생각인데?

남	 액션 영화는 어때?

여	 액션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로맨틱 코메디는 어떠니?

남	 알았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뭐가 있나 찾아볼게.

Clue
have something in mind ~에 관해 생각하다

see what I can find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 

17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Hello, how may I help you?
W	 I’m looking for a Mother’s Day gift.
M	 How about perfume?
W	 Yes, I think that’s a good idea.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어머니 날에 드릴 선물을 찾고 있어요.

남	 향수는 어떠세요?

여	 네. 좋은 생각이네요.

Clue
향수를 권하는 것을 보아 화장품 가게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이다.

Mother’s Day 어머니 날 (5월 두째 일요일)

Father’s Day 아버지 날 (6월 셋째 일요일)

perfume 향수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M	 I want to be a doctor like my dad.
W	 I’m so proud of you. You’ll help many sick people.
M	 Yes, that’s what I want to do.

Translation
여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남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	 네가 자랑스럽구나.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도와 주겠네.

남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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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를 물었지, 의사가 되는 것을 권장하지

는 않았다.

grow up 성장하다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 하다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It is an electronic machine that displays images on a screen. 
Almost everyone in the world watches this every day. 
Sometimes, people spend too much time in front of this.

Translation
그것은 화면에 영상을 나타내는 전자 기계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이것을 본다. 때론 사람들이 이것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Clue
electronic 전자의

display 표시하다, 전시

20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계산
Script
Ben recycled two stacks of newspapers. Each stack had 8 
newspapers. How many newspapers did Ben recycle?

Translation
벤은 두 뭉치의 신문을 재활용 했습니다. 한 뭉치에 신문이 8부라면 벤이 재

활용한 총 신문 부수는 얼마입니까?

Clue
한 뭉치에 8부의 신문이라면 두 뭉치의 신문은 2x8=16부이다.

stack 뭉치, 더미

recycle 재생하여 이용하다, 재순환시키다

TEST   1 5
Answer Key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② 10 ①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④ 19 ③ 20 ④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restroom. Do you know 

where it is?
W	 Sure, go along this hallway. It’s on the left at the end of the 

hallway.
M	 Thank you very much.
W	 You’re welcome.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	 네, 이 복도를 따라가시면 복도 끝 왼편에 있어요.

남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Clue
go along ~을 따라가다

hallway 복도 

02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Hi. How are you today?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W	 Hi, I’m looking for some pencils.
M	 OK. How many do you want?
W	 I just want a dozen.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뭘 찾고 계시나요?

여	 연필을 찾고 있어요.

남	 네. 몇 개나 필요하시죠?

여	 한 다스가 필요해요.

Clue
dozen 1 다스, 12개

03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Wow! There are a lot of people!
W	 Yeah, let’s go ride the roller coaster.
M	 I’d like to ride the Viking.
W	 OK. It’s so exciting.

Translation
남	 와! 사람들이 정말 많다!

여	 응,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남	 난 바이킹을 타고 싶어.

여	 좋아. 너무 신난다.

Clue
roller coaster (놀이 공원의)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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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Susan, I have some extra money with me now. Let go to see 

a movie.
W	 That is not a bad idea. But, how about doing something else 

instead?
M	 Like what?
W	 I read a Harry Potter last week. It was really interesting. 

Reading is much better for you than watching a movie.

Translation
남	 수잔, 지금 돈이 좀 생겼는데, 영화 보러 가자.

여	 나쁜 생각은 아닌데, 대신 다른 것을 하는 건 어때?

남	 어떤 거?

여	 지난 주에 해리포터를 읽었는데 무척 재미있었어. 영화 보는 것보다 책

을 보는 게 좋아.

Clue
extra 여분의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o you know that the school’s fall concert is next month?
W	 Of course. I’m an official photographer for the school 

newspaper.
M	 Oh, yes. That’s right.

Translation
남	 학교 가을 음악회가 다음 달에 있는 것 아니?

여	 물론이지. 난 학교 신문의 공식 사진사라구.

남	 아. 그래. 맞아.

Clue
fall concert 가을 음악회

official 공식적인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ow about a coffee break?
M	 I wish, but I can’t.
W	 What’s keeping you so busy? You’ve been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for hours. You need to relax a bit.

Translation
여	 커피나 한잔하면서 좀 쉴까?

남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돼.

여	 뭐가 그렇게 바쁘니? 몇 시간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잖아. 넌 좀 쉬어

야 해.

Clue
coffee break를 갖자는 여자의 제안에 대한 남자의 대답(I wish, but I can’t)
을 통해 답을 알 수 있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ey, you look worried. What’s on your mind?
W	 The final exam. I’m not quite ready yet.
M	 Well, relax. You still have three days.

Translation
남	 이봐,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여	 기말고사.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남	 긴장 풀어. 아직 3일이나 남았잖아.

Clue
Relax를 통해 남자가 여자에게 긴장을 풀도록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야?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m looking for some cereal.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it?
M	 The cereal is in aisle nine.
W	 I was just there, but couldn’t find the kind I wanted.

Translation
여	 씨리얼을 찾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남	 씨리얼은 9번 통로에 있어요.

여	 방금 거기 갔다가 왔는데, 제가 원하는 종류가 없었어요.

Clue
couldn’t find the kind I wanted을 통해 그녀가 원하는 종류의 씨리얼을 찾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aisle 통로

09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Honey,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o 

school.
W	 Why? There is not a single cloud in the sky this morning.
M	 I just heard the weather report. It will rain this afternoon.
W	 Okay, then. I’ll be home for dinner. Bye.

Translation
남	 학교 갈 때 우산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렴.

여	 왜요? 오늘 아침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요.

남	 방금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거래.

여	 알았어요. 집에서 저녁 식사 할게요. 안녕.

Clue
남자는 비가 올지 모른다며 여자에게 우산을 챙겨주고, 여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

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부녀지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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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 often do you eat out, Cindy?
W	 Well, I eat out almost five times a week.
M	 Wow, you are lucky.
W	 I’m not lucky. It’s all for business. In fact, I’m sick and 

tired of restaurant food. 

Translation
남	 신디, 얼마나 자주 외식하니?

여	 글쎄, 일주일에 거의 다섯 번은 외식해.

남	 와, 정말 행운이네.

여	 운이 좋은게 아니라, 이게 다 사업 때문이야. 사실 식당 음식이 지겨워.

Clue
여자는 사업때문에 주로 외식(eat out)을 하는데, 마지막 말을 통해 그녀가 식당 

음식에 질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They played Bach’s music.
W	 Really? Bach is my favorite composer.
M	 Why do you think his music is so popular?
W	 I think it’s because his music is very relaxing.

Translation
남	 어젯밤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에서는 바흐의 음악을 연주했어.

여	 정말? 바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야.

남	 그의 음악이 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니?

여	 그의 음악이 듣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Clue
composer 작곡가 

relaxing 편안하게 하는, 나른한 

1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M	 Did you hear the news?
W	 No. What’s on the news?
M	 They’ve just finished the new building down the street.
W	 It’s about time. They were working very slowly.

Translation
남	 그 소식을 들었나요?

여	 아니요, 무슨 소식인데요?

남	 길 아래쪽에 새로운 건물이 막 완공되었다네요.

여	 그럴 때도 됐죠. 공사를 너무 천천히 하더군요.

Clue
여자의 마지막 말 It’s about time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으니 완성될 때도 

되었다는 말이다.

13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화제	
Script
M	 Did you hear what happened on the highway yesterday?
W	 No, I didn’t. Was there an accident?
M	 Yes, a large truck drove into a ditch.
W	 I hope nobody was hurt.

Translation
남	 어제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으셨어요?

여	 아니요, 못들었어요. 사고가 있었나요?

남	 네, 커다란 트럭이 도랑에 빠졌어요.

여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Clue
ditch 도랑 

1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Script
M	 Hi, how much do these oranges cost?
W	 $5 for a dozen, or $10 for a box of 30 oranges.
M	 How about these pears here? 
W	 They are on a special sale. They used to be a dollar each, 

but you get two for a dollar today.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이 오렌지 얼마죠?

여	 12개에 5달러구요, 아니면 30개든 박스가 10달러입니다.

남	 여기 이 배는 어떻죠?

여	 특별 할인 중이에요. 한 개에 1달러였는데, 오늘은 1달러에 2개를 드립

니다.

Clue
dozen 12개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ow long has it been going on? 
M	 For about a month now. I can’t figure out exactly what’s 

wrong with Tammy.
W	 Has she been acting strange lately? 
M	 No, not really. But, she talks nonsense from time to time.

Translation
여	 얼마나 계속 된 거야?

남	 한 한달 정도. 태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여	 그녀가 최근 이상하게 행동하던?

남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가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Clue
talk nonsense 이상한 얘기를 하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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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The view from the balcony is wonderful. You can see the 

entire city.
W	 Yes, it’s beautiful. By the way, how much is the rent here?
M	 It’s $750 a month.

Translation
남	 발코니에서의 전경이 근사합니다.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여	 네, 정말 좋네요. 그런데, 여기 월세가 얼마죠?

남	 750달러입니다.

Clue
남자는 집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자는 그에게 월세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남자는 부동산 중개인 임을 알 수 있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ow did you do on the test?
W	 It was much easier than I thought.
M	 That’s good. I know you were worri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W	 That’s right. But I knew the answers to all the questions.
M	 You got the test back already?
W	 Not yet, but 

Translation
남	 시험은 어떻게 봤나요?

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남	 잘됐네요. 시험이 어려울까봐 걱정했었다는 것을 알아요.

여	 맞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을 알았어요.

남	 벌써 시험결과를 받았나요?

여	 아직요, 하지만 

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② 어려울 줄 알았어요.

③ 어제 돌려 받았어요. 

④ 그 시험에서 A를 받은 게 확실해요. 

Clue
get something back ~을 되찾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Excuse me.
W	 Yes?
M	 Are you from the United States?
W	 Yes, I am.
M	 Oh. I’m American, too. Are you here on vacation?
W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여	 네?

남	 미국에서 오셨나요?

여	 네, 맞아요.

남	 저도 미국인입니다. 여기는 휴가차 오셨나요?

여	

① 저는 그 도시를 좋아해요.

② 저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해요.

③ 여기에 온 지 2개월이 되었어요.

④ 아니오. 저는 업무차 왔습니다.

Clue
on vacation 휴가차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ey are often called “Man’s Best Friend.” There are many 
good reasons for this. They help people with hunting. They 
help guide blind people. They are kept as pets.

Translation
그들은 종종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로 불린다. 그런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

가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냥하는 것을 돕고, 맹인 안내를 돕고, 또한 애완

용으로도 키워 진다.

Clue
Man’s best friend는 ‘개’를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여기서 man을 남자

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해야 한다.

hunting 사냥 

blind people 맹인, 시각 장애인

pet 애완동물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t’s a beautiful spring day. Today’s high will reach fifteen degrees 
and the sky will be clear and blue all day. There is a good chance 
of rain tomorrow morning. Please don’t forget your umbrella.

Translation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의 최고 기온은 15도이고, 하늘은 종일 맑고 푸르

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가 내릴 확률이 높겠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

는 것을 잊지 마세요.

Clue
일기예보 중 high는 highest temperature를 의미하고, a good chance 
of에서 chance는 ‘기회’가 아니라 ‘확률(가망성)’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reach 도달하다

degree 정도, 범위, (온도계 따위위) 도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TEST   1 6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① 14 ① 15 ③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①

01 문제유형	:	도표	
Script
M	 Do you see the chart showing the number of computers in 

each country?
W	 Yes.
M	 Which country has the greatest number of computers?
W	

Translation
남	 각 나라에 있는 컴퓨터 갯수를 보여주는 차트가 보입니까?

여	 네.

남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	

① 한국은 컴퓨터를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

② 미국에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③ 미국입니다.

④ 다섯 나라입니다.

Clue
의문사 which를 써서 어느 국가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대답은 국가 이름이어야 

한다.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y has the bus stopped?
	 W	 There’re been an accident.
② M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W	 Sure, here it is.
③ M	 Can I exchange this sweater, please?
	 W	 What’s wrong with it?
④ M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W	 	Sounds great. Which restaurant would you like to go 

to?

Translation
① 남	 버스가 왜 멈췄죠?

 여	 사고가 있었어요.

② 남	 소금 좀 건네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③ 남	 이 스웨터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여	 무슨 문제인가요?

④ 남	 오늘 밤 외식하고 싶어요?

 여	 좋아요. 어떤 식당에 가고 싶어요?

Clue
accident 사고

exchange 교환하다

eat out 외식하다

0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Asiana Airlines. May I help you?
M	 Yes, could you check if flight 221 is going to arrive on 

schedule?
W	 It’ll be delayed by about one hour because of the storm.

Translation
여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도와 드릴까요?

남	 네, 221 비행편이 예정대로 도착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	 폭풍때문에 약 한 시간 연착될 예정입니다.

Clue
on schedule 시간표대로

delay 연기하다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What’s happening tomorrow?
M	 It’s our school’s big Christmas party.
W	 What time does it start?
M	 It’s at 9:00 p.m. Would you like to come?
W	 OK. You can pick me up at 8:30.

Translation
여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남	 우리 학교에서 성대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날이야.

여	 몇 시에 시작하는데?

남	 저녁 9시. 너도 올래?

여	 좋아. 8시 30분에 데리러 와 줘.

① 저녁 8시 ② 저녁 8시 30분 

③ 저녁 9시 ④ 저녁 9시 30분 

Clue
마지막 여자의 말 중 8:30는 혼동을 노린 말이다.

05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How about mountain climbing? The sky is so clear.
W	 That would be nice, but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M	 Well, let me help you with them. I’ll clean the house and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you do the gardening.

Translation
남	 등산가는 게 어때요? 하늘이 너무 맑아.

여	 등산가는 것도 좋겠지만, 할 일이 많아요.

남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집 청소를 하고 당신은 정원을 손봐요.

Clue
집안 일을 서로 나눠 하는 것으로 봐서 부부지간이 적당하다.

mountain climbing 등산

gardening 정원 가꾸기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You wanted to tell me something? I’m really curious about it.
M	 It’s not that important.
W	 It may not be important to you, but it’s important to me.

Translation
여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정말로 궁금해.

남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여	 너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중요해.

Clue
curious 호기심이 드는

07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I’m writing a letter to my parents. I haven’t written to them 

for a while.
M	 Gosh. I haven’t written letters to my parents for a long 

time, either.
W	 Then, why don’t you sit next to me and write one?
M	 You are right. Why wait?

Translation
여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어. 한동안 안 썼거든.

남	 아이고. 나도 부모님께 편지 쓴 지 오래됐는데.

여	 그럼 내 옆에 앉아서 편지를 쓰지 그래?

남	 네 말이 맞아. 기다릴 필요 없지.

Clue
for a while 한동안

next to ~의 옆에서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W	 May I help you?
M	 Yes. The scarf looks very beautiful. How much is it?
W	 It’s two dollars and fifty cents.
M	 OK. I’ll buy two scarves.

Translation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스카프가 아주 아름답군요. 얼마입니까?

여	 2달러 50센트입니다.

남	 좋아요. 스카프 2개를 사죠.

① 2달러 ② 2달러 50센트 ③ 4달러 ④ 5달러

Clue
스카프는 하나에 2달러 50센트인데, 남자는 2개의 스카프를 사니 5달러를 지불해

야 한다.

0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I’d like to reserve a seat to London on May 22nd.
W	 All right. Would you like a first class seat or an economy 

seat, sir?
M	 Economy would be fine.

Translation
남	 5월 22일 런던 행 비행기 좌석 하나를 예약하고 싶어요.

여	 좋습니다. 일등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코노미 석으로 하시겠습니까?

남	 이코노미 석으로 주세요.

Clue
남자의 말 reserve a seat에서 대화하고 있는 여자는 매표원(ticket agent)임
을 알 수 있다.

reserve 예약하다

10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Bill, may I use your computer?
M	 Sure. You can come to my house and use it, if you like.
W	 But I don’t know how to use one.
M	 I’ll teach you.

Translation
여	 빌, 네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니?

남	 물론이야. 네가 좋다면 우리 집으로 와서 사용해도 돼.

여	 그런데 나는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

남	 내가 가르쳐 줄게.

Clue
how to use one에서 one은 computer를 대신하는 명사이다.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ow are you feeling this morning?
W	 I feel a lot better.
M	 I think the medication you took last night has been working 

all night.
W	 What I really needed was a good night’s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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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니?

여	 훨씬 나은데.

남	 어젯밤에 먹은 약이 밤새 효과가 있었나 보다.

여	 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하룻밤 푹 자는 거였어.

Clue
medication 약

a good night’s sleep 편안한 밤잠 

12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Oh, my god. I forgot to bring my calculator.
M	 That’s not good. We have a math quiz this afternoon.
W	 What should I do? It’s too late to go home to get it.
M	 Why don’t you talk to Mrs. Johnson? She might lend you 

one.
W	 That’s not a bad idea.

Translation
여	 맙소사. 계산기를 가져오는 걸 깜빡 했네.

남	 그거 큰 일이네. 오늘 오후에 수학 쪽지 시험 보잖아.

여	 어떡하지? 집에 가서 가져 오기엔 너무 늦었는데.

남	 존슨 선생님한테 여쭤보지 그래? 아마 빌려주실 거야.

여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Clue
calculator 계산기

lend 빌려주다

13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What time is it now?
W	 It’s 10:30.
M	 Is there a fast food restaurant near the theater?
W	 We don’t have enough time to eat. The movie starts at 

11:00.
M	 You’re right.

Translation
남	 지금 몇 시지?

여	 10시 30분이야.

남	 극장 부근에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니?

여	 우리는 먹을 시간이 없어. 영화는 11시에 시작하거든.

남	 네 말이 맞아.

① 극장

② 패스트푸드 식당

③ 학교

④ 백화점

Clue
fast food restaurant는 혼동을 노린 것이다. 그들은 현재 극장으로 가고 있다.

14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Come on, Peter. Hurry up! Drink up your coffee. We have 

to catch a taxi to the airport.
M	 I can’t hurry. This coffee is too hot to drink fast.
W	 Why don’t you put some ice in it?
M	 Ice? I don’t want ice in my coffee.

Translation
여	 피터, 제발. 서둘러! 커피를 다 마셔. 공항 가는 택시를 타야 한다구. 

남	 서두를 수가 없어. 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빨리 마실 수가 없어.

여	 커피에 얼음을 좀 넣지 그래?

남	 얼음? 나는 커피에 얼음 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Clue
drink up 다 마셔버리다

1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look too good.
W	 Do you have all the charts ready?
M	 Relax. They’re all right here.
W	 I’ve never spoken in front of so many people before.

Translation
남	 무슨 일이에요? 안 좋아 보이는군요.

여	 도표는 다 준비 됐나요?

남	 진정해요. 전부 여기 있어요.

여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 본 적이 없어요.

Clue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art 표, 도표, 그래프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Can I exchange this sweater, please?
W	 Why? What’s wrong with it?
M	 Well, it’s the wrong size.
W	 Is it too big or too small?
M	 It’s too small for me.
W	

Translation
남	 이 스웨터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여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여	 너무 큽니까, 작습니까?

남	 저한테 너무 작아요.

여	

① 이걸 입어 보시겠어요? 더 작은 겁니다.

② 그것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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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희 가게에는 스웨터가 많이 있어요.

④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사이즈 같아요.

Clue
exchange 교환, 교환하다

try on ~을 입어보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	 Not much.
M	 Do you want to go see a movie?
W	 That sounds good.
M	 What’s on at the CGV Theater?
W	

Translation
남	 이번 주말에 뭐 할거야?

여	 별로 하는 일 없어.

남	 영화 보러 갈래?

여	 괜찮겠는데.

남	 CGV 극장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중이니?

여	

① 뭘 하고 놀고 싶니? ② 알라딘.

③ 영화. ④ 극장에서 게임을 하자.

Clue
What’s on at the theater?는 극장에서 무슨 영화가 상영중인지를 묻는 구어

체 표현이다. 따라서 영화의 제목을 답해야 한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My parents and I were watching television. Then, the snow 

began to fall around noon.
W	 Wow! It must’ve been exciting.
M	 It was really coming down. The snow looked like a white 

blanket.
W	

Translation
남	 부모님과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정오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여	 와! 정말 신났겠구나.

남	 눈이 정말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 눈이 하얀 담요처럼 보이더라니까.

여	

① 난 눈이 싫어

② 무서웠겠구나.

③ 다 괜찮았니?

④ 아름다워라!

Clue
blanket 담요

scare ~을 겁나게 하다, 놀라게 하다 

19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The store opens at 9:30 a.m. It closes ten and a half hours later.  
What time does it close?

Translation
상점은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10시간 30분 후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시각은 몇 시인가요?

Clue
ten and a half hours 10시간 반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ave you listened to falling stars? Have you seen them? They’re 
also called ‘shooting stars.’ Many people believe that a shooting 
star brings good luck and they wish on the star.

Translation
유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들을 본 적은 있나요? 그것은 슈팅 

스타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성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Clue
유성은 좋은 표시이고, 사람들은 유성을 보며 소원을 빌곤 한다.

falling star 유성 (= shooting star)
bring good luck 행운을 가져다 주다

wish on a star 별에 소원을 빌다

TEST   1 7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① 04 ② 05 ①

06 ④ 07 ② 08 ② 09 ③ 10 ①

11 ③ 12 ③ 13 ① 14 ③ 15 ①

16 ③ 17 ③ 18 ③ 19 ② 20 ③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How can I help you?
W	 I’d like to see some skirts.
M	 What kind of skirt do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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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 short skirt with stripes. Do you have one?

Translation
남	 도와 드릴까요?

여	 스커트를 좀 보고 싶어요.

남	 어떤 스커트를 원하세요?

여	 짧고 줄무늬가 있는 스커트요. 있나요?

Clue
stripe 줄무늬, 줄 

02 문제유형	:	도표	
Script
M	 Mary, which takes the most amount of time in a day 

according to the graph?
W	 It’s the work time.
M	 Right! Then, which one is next?
W	

Translation
남	 메리, 그래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	 일하는 시간입니다.

남	 맞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뭐죠?

여	

① 쉬는 시간입니다.

② 잠자는 시간입니다.

③ 모두 24시간 입니다.

④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Clue
according to ~에 따르면 

work time 일하는 시간

03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Dad, can I go outside to play?
M	 You know the rule. No playing until your work is done.
W	 I’ve already done my homework. Now can I go?
M	 All right! But don’t forget to clean your room before you 

go out.

Translation
여	 아빠,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요?

남	 규칙을 알고 있잖니. 숙제를 다 끝내기 전에는 놀기 없기.

여	 숙제는 이미 다 했어요. 그럼 가도 되요?

남	 좋아! 하지만 나가기 전에 네 방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Clue
숙제와 방 청소를 한 후에 밖에서 놀 수 있다고 했으므로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집이 된다.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Oh, no!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class.
M	 What time is it now?
W	 It’s already 6:30 and the class starts at 7:00. It takes at least 

40 minutes to get to school by bus.
M	 Well, let’s take a taxi then.

Translation
여	 이런! 우리 수업에 늦겠다.

남	 지금 몇 시지?

여	 벌써 6시 30분이야. 수업은 7시에 시작해. 버스타고 가면 적어도 40분

이 걸리는데.

남	 그럼 택시를 타자.

Clue
현재 시간 6시 30분과 40 minutes는 혼동을 노린 말이다.

late for ~에 늦다

at least 적어도

05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Adolf, do you think you are healthy?
M	 Well, I don’t think so because I smoke too much. But I try 

to stay healthy by taking lots of vitamins.
W	 You should go to the gym at least three times a week 

instead of taking vitamins.

Translation
여	 아돌프, 넌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남	 글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거든. 하지만 비

타민을 많이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

여	 비타민을 먹는 대신에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은 체육관에 가도록 해.

Clue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gym 체육관

at least 적어도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i there, Sally.
W	 Hello, Mr. Billy. How did you ever get to be so tall?
M	 I ate lots of vegetables when I was your age.
W	 So, if I want to become tall I have to eat vegetables?

Translation
남	 안녕, 샐리.

여	 안녕하세요, 빌리 아저씨. 어쩜 그렇게 키가 크세요?

남	 네 나이 때 야채를 많이 먹었단다.

여	 그럼, 저도 키가 크려면 야채를 먹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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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vegetable 채소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I thought you said you would finish work by 9.
W	 Yes, I did. I’m sorry that I didn’t finish it on time. I had to 

take my kid to the doctor.
M	 Oh, I am sorry to hear that. I hope everything is okay.
W	 Thanks.

Translation
남	 당신이 9시까지 일을 끝내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요.

여	 네, 그랬어요. 제 때 끝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남	 오, 그거 안됐군요. 모든 게 괜찮길 바랍니다.

여	 감사합니다.

Clue
on time 정시에, 제시간에

kid 어린 아이

take someone to a doctor ~를 병원(의사)에 데리고 가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I’d like a coke, please.
W	 Large, medium or small?
M	 How much are they?
W	 Two dollars for a large, one fifty for a medium and one 

dollar for a small.
M	 OK. I’ll have a small.

Translation
남	 콜라 주세요.

여	 대, 중, 소 어떤 것을 드릴까요?

남	 얼마씩이죠?

여	 큰 것은 2달러, 중간 크기는 1달러 50센트, 작은 것은 1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작은 것으로 주세요.

Clue
large, medium, small 중에서 small을 선택한 것에 유의하자.

09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You look very nervous. Are you sick?
M	 No, this is my first time on an airplane and I am a little 

scared.
W	 Relax. Flying is the best way to travel.

Translation
여	 아주 불안해 보이는구나. 어디 아프니?

남	 아냐,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라서 좀 겁이 나.

여	 진정해. 비행기는 여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야.

Clue
nervous, scared에서 남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

nervous 불안한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Thomas. Listen, I’m calling to ask you about the 

homework.
M	 I’m sorry, I’m very busy at the moment. Can I call you 

back later?
W	 Well, I’m not at home right now. I’m calling from a pay 

phone.
M	 Well then, why don’t you ring me back in about 10 

minutes?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토마스. 있잖아, 숙제에 대해 물어 보려고 전화했어.

남	 미안하지만 지금은 바쁜데,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여	 음, 지금 집에 있는게 아니야.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거야.

남	 그러면, 약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주겠니?

Clue
ring back은 call back과 같은 말로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다는 의미다.

pay phone 공중전화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Listening is the hardest thing of all for me.
W	 You’re not alone. A lot of people feel the same way.
M	 Then, what do I do about this problem?
W	 Keep trying hard and you’ll be fine.

Translation
남	 나는 듣기가 가장 어려워.

여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어.

남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여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Clue
feel the same way 동감하다 

12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Please have a seat.
W	 Thank you.
M	 What can I do for you, ma’am?
W	 Well, I’d like to borrow some money from the bank.
M	 About how much would you need?
W	 Ten thousand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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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앉으세요.

여	 감사합니다.

남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남	 얼마를 원하십니까?

여	 만 달러요.

Clue
borrow some money에서 대화의 장소가 은행임을 알 수 있다.

borrow 빌리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Can you help me, please?
M	 Sure. What can I help you with?
W	 I need to go to the airport and I don’t have a ride.
M	 Sorry, I can’t. My car is being repaired.
W	 My brother is going to stay home all day. Maybe we can 

borrow his car.

Translation
여	 좀 도와줄래?

남	 물론이지. 무엇을 도와줄까?

여	 공항에 가야 하는데 차편이 없어.

남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내 차는 수리 중이거든.

여	 우리 오빠는 종일 집에 있을 거야. 그의 차를 빌릴 수 있을 거야.

Clue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여자의 오빠의 차를 빌려 공항에 갈 것을 알 수 있다.

14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M	 What are you reading?
W	 The Godfather. It’s about the Mafia. I’ve never seen the 

movie.
M	 It’s a very long story.
W	 I know. I’ve been reading it for a month, and I still haven’t 

finished it yet.

Translation
남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여	 대부. 마피아에 관한 책이야.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

남	 아주 긴 이야기야.

여	 알아. 한 달 동안 읽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어.

Clue
godfather 대부, (남자) 후견인 

1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I am so sorry I am late.

W	 What took you so long?
M	 The traffic was terrible. Did you have to wait very long?
W	 I only waited for an hour. You should have called me if you 

were going to be late.

Translation
남	 늦어서 정말 미안해.

여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남	 교통 체증이 끔찍했어. 오래 기다렸니?

여	 한 시간 밖에 안 기다렸어. 늦을 거였으면 전화를 했어야지.

Clue
take long 오래 걸리다

16 문제유형	:	관계	
Script
W	 The kids want to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M	 Good. I am not busy this weekend.
W	 Great. Let’s give them the good news when they come 

home from school.

Translation
여	 애들이 이번 주말에 바닷가에 가고 싶어해요.

남	 좋지요. 나도 이번 주말엔 한가해요

여	 잘됐네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좋은 소식을 알려 줍시다.

Clue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 오면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는 것으로 보아 부부인 것을 

알 수 있다.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Oh, look at that dog, Mom! Can we buy him?
W	 It’s too big. We don’t have enough room for such a big dog.
M	 But, I really want him. You told me I could have one for my 

birthday.
W	

Translation
남	 엄마, 저 개 좀 보세요! 저 개 사면 안돼요?

여	 저건 너무 크구나. 저렇게 큰 개를 기를 자리가 없어.

남	 하지만 정말 저 개를 사고 싶어요. 내 생일에 개를 한 마리 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 

① 네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 않구나.

② 괜찮아.

③ 좀 더 작은 개를 찾아 보자.

④	정말 귀여운 개구나.

Clue
큰 개 대신 작은 개를 사자고 하는 말이 뒤따를 것이다.

room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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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Can I help you?
M	 Yes, please. Could you take me to Mr. Jones’ house?
W	 Do you know where he lives?
M	

Translation
여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존스씨 댁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여	 그 분의 주소를 아세요?

남	

① 네, 그분을 압니다.

② 그는 그 도시에 살지 않아요.

③ 네, 56번가입니다.

④ 좋습니다.

Clue
여자의 마지막 말은 주소를 묻고 있음에 유의한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On the way to the park we had a flat tire. We took the tire off 
the car and changed the tire and then started driving again.

Translation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 우리는 차에서 타이어를 빼서 

갈아 끼운 후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Clue
have(get) a flat tire 타이어에 펑크가 나다 

take off 떠나가다, 출발하다 

20 문제유형	:	장소	
Script
Some have more trees than others. Many people climb to the 
top. Many people like to ski and camp there, too. The weather 
is colder at the top.

Translation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나무가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까지 올라간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스키와 캠핑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꼭대기의 날씨는 더 

춥다.

Clue
some과 others는 모두 복수로 산을 나타내고 있다.

TEST   1 8
Answer Key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② 07 ③ 08 ① 09 ④ 10 ④

11 ②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① 19 ② 20 ②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ma’am.
W	 May I help you?
M	 Yes.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library?
W	 Yes, it’s on the left-hand side of this street, in the middle of 

the second block.
M	 Thank you.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부인.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도서관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	 네, 이길 왼쪽 두 번째 블럭 중간쯤에 있어요.

남	 감사합니다.

Clue
left-hand 왼쪽

in the middle of ~의 가운데에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Can you show me some cameras?
	 W	 Sure. What would you like?
② M	 Can I help you?
	 W	 Yes, I’d like some information on the train schedules.
③ M	 I’d like to buy a pair of shoes, please.
	 W	 What color would you like?
④ M	 May I see your passport?
	 W	 Sure. Here it is.

Translation
① 남	 카메라 좀 보여 주시겠어요?

 여	 네,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까요?

②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열차 스케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③ 남	 신발 한 켤레를 사고 싶어요.

 여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④ 남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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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여기 있습니다.

Clue
passport 여권

03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open an account.
W	 What type of account?
M	 Checking account, please.

Translation
여	 도와 드릴까요?

남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고 싶으세요?

남	 당좌 예금 계좌요.

Clue
남자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에게 묻고 있다.

open an account 계좌를 만들다

checking account 당좌 예금 계좌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	
Script
M	 I’m very excited.
W	 Why is that?
M	 I got my driver’s license yesterday.
W	 Wow, I’m getting mine tomorrow on Wednesday.
M	 Good luck.

Translation
남	 난 정말 신나.

여	 왜?

남	 어제 운전면허를 땄거든.

여	 우와, 나는 내일 수요일에 따는데.

남	 행운을 빌어.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Clue
내일은 수요일이고, 남자는 어제 면허를 땄다고 했으므로, 면허를 딴 날은 월요일

이다.

05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vacation?
M	 I plan to go to the mountains. Can you recommend somewhere 

else?
W	 Why don’t you try Miami Beach? It’s real nice to walk 

along the beach.

Translation
여	 휴가를 어디서 보낼 생각이니?

남	 산에 가려고 계획 중이야. 뭐 다른 데 추천할 곳이 있니?

여	 마이애미 해변에 가보지 그래? 해변을 따라 걸으면 참 좋거든.

Clue
여자는 마이애미 해변으로 갈 것을 권하고 있다.

recommend 추천하다

beach 해변

take a walk 산책하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Can you tell me where Julia lives?
W	 She lives in Vancouver, Canada.
M	 When did she immigrate to Canada?
W	 She immigrated to Canada with her parents in 1997, at the 

age of two.

Translation
남	 줄리아가 어디 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여	 그녀는 캐나다 벤쿠버에 살고 있어.

남	 언제 캐나다로 이민갔니?

여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두 살 때인 1997년에 캐나다로 이민갔어.

Clue
immigrate 이주하다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Can you go to the library with me after school?
W	 Sure. I need to get some information for my report.
M	 What’s the report about?
W	 It’s about American history.

Translation
남	 수업 끝나고 나랑 같이 도서관에 갈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리포트 쓸 자료가 좀 필요해.

남	 무엇에 대한 리포트인데?

여	 미국 역사에 대한 거야.

Clue
I need to get some information for my report에서 여자가 도서관에 가

는 이유를 알 수 있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One ticket to Busan, please.
W	 Is that a one way ticket or a round trip?
M	 One way, please.
W	 That will be $93, please.
M	 Here i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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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부산행 표 한 장 주세요.

여	 편도로 하실래요, 왕복으로 하실래요?

남	 편도로 주세요.

여	 93달러입니다.

남	 여기 100달러 드릴게요.

① 93달러 ② 95달러 ③ 100달러 ④ 103달러

Clue
100은 혼동을 노린 것이다. 편도행 표값은 93달러라고 했다.

one way 편도

round trip 왕복

0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Fasten your seat belt, please.
W	 Do I have to? It’s so uncomfortable.
M	 Maybe that’s true, but you will get used to it.
W	 All right.

Translation
남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여	 꼭 착용해야 하나요? 너무 불편해요.

남	 그럴지 모르지만 적응할 거에요.

여	 알겠어요.

Clue
fasten ~을 단단히 고정시키다 

uncomfortable 불편한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ave you decided whether you want to buy a car or not?
W	 No, I’m still thinking.
M	 Why don’t you carpool with me instead?
W	 I’m not sure. But that’s an idea though. I’ll give it some 

thought.

Translation
남	 차를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했니?

여	 아니, 아직 고민 중이야.

남	 대신에 나하고 카풀하는 게 어때?

여	 잘 모르겠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생각 좀 해볼게.

Clue
carpool 합승이용에 참가하다

instead 대신에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Jane, what are your plans after the graduation?

W	 Well, Dad, I think I’ll get a job in a company.
M	 Get a job? Why don’t you go to graduate school?
W	 Study more? Oh, no! I want to make some money first.

Translation
남	 제인, 너는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여	 글쎄요, 아빠. 회사에 취직을 할까 봐요.

남	 취직을 해? 대학원에 가지 그래?

여	 공부를 더 하라구요? 싫어요! 우선 돈을 좀 벌고 싶어요.

Clue
graduate school 대학원

12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Could you do me a favor?
W	 Sure. What can I do for you?
M	 I hear that you subscribe to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W	 Yes, I do.
M	 Great. May I borrow it?
W	 Why not?

Translation
남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 뭘 해주면 되는데?

남	 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를 구독하고 있다고 들었어.

여	 응, 그래.

남	 좋아, 좀 빌릴 수 있을까?

여	 안될 것 없지.

Clue
why not?은 권유, 제안이나 부탁 등에 동의, 긍정하는 말로 쓰인다.

subscribe to ~을 구독하다

13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What are you doing? Aren’t you going home? It’s already 7.
W	 I know. I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Could you do me a 

favor?
M	 Sure. What’s that?
W	 Can you go downstairs and bring me a package?
M	 Sure thing. I’ll be right back.

Translation
남	 뭐하고 있니? 집에 안가? 벌써 7시야.

여	 알아.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부탁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남	 물론이지. 뭔데?

여	 아래층에 가서 소포 좀 가져다 줄래?

남	 물론이지. 금방 돌아올게.

Clue
여자의 부탁에 남자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므로 ①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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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ll be moving out soon. Could you help me carry some 

heavy furniture?
M	 Sure. When are you moving out?
W	 This Saturday. Can you be here by 9 in the morning?
M	 Sure thing. See you on Saturday.

Translation
여	 난 곧 이사를 할 건데,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니?

남	 물론이지. 언제 이사하니?

여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여기 올 수 있니?

남	 물론이지. 토요일에 보자.

Clue
move out 이사나가다

furniture 가구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is your name, please?
M	 It’s Peter Jones.
W	 How do you spell that?
M	 P-E-T-E-R-J-O-N-E-S.
W	 Thank you.

Translation
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	 피터 존스 입니다.

여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요?

남	 P-E-T-E-R-J-O-N-E-S입니다. 

여	 감사합니다.

Clue
spell ~의 철자를 말하다[쓰다]

16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I saw you driving your new red sports car today. When did 

you get it?
W	 Yesterday.
M	 I wish I had a new car.
W	 What’s wrong with the one you have?
M	 It’s not as fancy as yours is.

Translation
남	 당신이 오늘 빨간색 새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언제 

샀나요?

여	 어제 구입했어요.

남	 저도 새로 차를 사고 싶어요.

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남	 제 차는 당신 차만큼 화려하지 않아서요.

Clue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여자의 것보다 멋있지 않

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fancy 화려한, 고급의, 일류의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 love you very much.
W	 I love you, too.
M	 Have a safe trip to Paris.
W	 Are you sure you can’t come with me?
M	

Translation
남	 정말 사랑해.

여	 나도 사랑해.

남	 파리 여행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래.

여	 정말 나랑 같이 못 가는 거야?

남	

① 그래. 할 일이 많이 있어서.

② 파리는 멋져.

③ 네가 그리울 거야.

④ 나도 거기 가고 싶어.

Clue
lovely 아름다운

miss 그리워하다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ow do you feel today?
M	 Much better than yesterday.
W	 Why do you think that is?
M	 Because I am on medication.
W	 How often do you have to take it?
M	

Translation
여	 오늘 몸 좀 어때요?

남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여	 왜 그런 것 같아요?

남	 약을 먹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	 얼마나 자주 약을 먹어야 하나요?

남	

① 하루에 두 번이요.

② 의사는 4일이라고 합니다.

③ 한 병에 40센트입니다.

④ 30분이요.

Clue
How often~?은 양을 빈도를 묻는 의문문이다.

on medication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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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y grandfather is ill and my mom is feeling sad. I try to help 
her around the house and give her lots of hugs. She’ll still be 
sad, but it will help. I think it’s important to help when they are 
having a tough time.

Translation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어머니께서 슬퍼하신다.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드

리면서 많이 안아 드리려고 한다. 어머니는 그래도 슬프시겠지만, 도움은 될 

것이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Clue
give someone a hug ~을 껴안다, 포옹하다

tough time 힘든 시간

2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e coach talks to the team. The cheerleaders jump and yell.  
The player dribbles and shoots the ball. The ball goes into the 
basket. The team scores and wins.

Translation
코치가 팀에게 이야기를 한다. 응원단이 뛰고 소리를 지른다. 선수는 공을 

드리블 한 후 슛을 한다. 공이 배스킷 안으로 들어간다. 팀은 점수를 올리고 

승리를 한다.

Clue
cheerleader 응원 단장, 치어리더 

yell 소리지르다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score (경기에서) ~을 득점하다 

TEST   1 9
Answer Key

01 ① 02 ③ 03 ① 04 ③ 05 ③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④ 13 ② 14 ② 15 ①

16 ① 17 ③ 18 ① 19 ④ 20 ③

01 문제유형	:	인물	묘사
Script
W	 I had a blind date.
M	 Was he handsome?
W	 Yes, he was.
M	 How does he look?
W	 He’s tall and slender with hair that comes down past his 

shoulders.

Translation
여	 나 미팅했어.

남	 그 사람 잘 생겼어?

여	 응, 잘생겼어.

남	 어떻게 생겼는데?

여	 키가 크고 말랐고, 머리를 어깨까지 길렀어.

Clue
blind date (소개에 의한)서로 모르는 남녀간의 데이트, 미팅

slender 호리호리한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Excuse me. Is there a gas station around here?
M	 Yes, there is one just around the corner. Go to the end of 

this block and turn left. You will see one on the left.
W	 At the end of this block and turn left. Right?
M	 Yes, you can’t miss it.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요?

남	 네. 코너를 돌면 하나 있어요. 이 블럭 끝까지 가서 왼쪽으로 도시면 왼

쪽에 보일 거에요.

여	 이 블럭 끝에서 좌회전이요? 맞나요?

남	 네. 바로 눈에 띌 거에요.

Clue
gas station 우체국

around the corner 모퉁이를 돈 곳에

You can’t miss it. 금방 찾을 수 있어.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You’re late again! Don’t make a habit of it.
M	 I know. I try not to, and besides, I can see that the coach 

isn’t too impressed with my being late.
W	 I’ll say! Be careful next time.

Translation
여	 또 늦었구나! 지각하는 버릇들이지 마.

남	 알아. 늦지 않으려고 노력해, 게다가 코치가 내가 지각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눈에 보여.

여	 당연하지! 다음 번에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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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
남자의 I try not to (be late)로 보아 늦는 것이 좋지 않다는 여자의 생각에 동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ke a habit of doing ~하는 버릇[습관]을 들이다

besides 게다가

impressed 감동한, 감명 받은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M	 Can I see you at your place tomorrow afternoon?
W	 Sure, at what time?
M	 How about 2:30?
W	 Hmm... I won’t be home until 4:00.
M	 OK. Let’s make it 4:30 then.
W	 Sounds good. Please call me before you leave.

Translation
남	 내일 오후에 너희 집에서 너를 만날 수 있겠니?

여	 물론이야, 몇시에?

남	 2시 30분 어때?

여	 음...나는 4시까지는 집에 없을텐데.

남	 알았어. 그럼 4시 30분으로 하자.

여	 좋아. 떠나기 전에 전화해 줘.

Clue
at one’s place ~의 집에서

Let’s make it ~로 하자

05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W	 Could you please hurry? I’m very late for the meeting.
M	 I’m driving as fast as I can, ma’am. I don’t want to kill us 

both along the way.
W	 You’re right! I guess I’m a little nervous.

Translation
여	 서둘러 주시겠어요? 회의에 많이 늦었거든요.

남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부인. 길에서 둘 다 죽길 바라지 않아요.

여	 옳은 말씀이네요. 제가 좀 초조 한가봐요.

Clue
hurry 서두르다

as fast as one can 가능한 한 빨리

nervous 초조한, 과민한

06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Hi, Max. Thanks for the flowers.
M	 Well, that was the least I could do for all the support you 

gave me.
W	 Still, you shouldn’t have.
M	 Just consider it as a small token of my appreciation.

Translation
여	 안녕, 맥스. 꽃 고마워.

남	 네가 도와준 데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어.

여	 그래도,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남	 그냥 내 작은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줘.

Clue
support 지원, 도움

consider ~로 여기다, 생각하다 

token 표시

appreciation 감사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Dr. Johnson, please.
W	 I’m afraid he’s not in right now. May I take a message?
M	 I wanted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him this week.
W	 I can help you with that.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존슨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여	 지금 안 계시는데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남	 이번 주에 박사님을 만날 약속을 하고 싶은데요.

여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Clue
make an appointment 약속을 하다

appointment 특정시간과 장소에 누군가를 만나는 공식적 일정

promise 어떤 사람에게 확실히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의미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개수	
Script
W	 May I have some bananas, please?
M	 How many would you like?
W	 I’ll take seven, please.
M	 OK. We have a deal today. If you buy seven bananas, you 

will get four free.
W	 Wow, that’s great.

Translation
여	 바나나를 좀 살 수 있을까요?

남	 몇 개나 드릴까요?

여	 7개 주세요.

남	 좋아요. 오늘 특별 행사가 있어서, 7개를 사시면 4개를 공짜로 드립니다.

여	 우와, 정말 좋네요.

Clue
7개의 바나나를 사면 4개를 공짜로 얻을 수 있으므로 총 11개이다.

have a deal 거래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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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Ouch! You should be careful.
M	 I’m sorry. I didn’t see you there.
W	 Next time, you should look around more carefully before 

you walk.
M	 I’ll do that. I am very sorry.

Translation
여	 아이쿠! 조심하세요.

남	 죄송합니다. 거기 계신 걸 못 봤어요.

여	 다음에는 걷기 전에 좀 더 주의 깊게 주위를 둘러보도록 하세요.

남	 그렇게 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Clue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보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do you like to study?
 W	 I like to study in a group.
② M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a millionaire?
 W	 I’d help the poor.
③ M	 When do you go to school?
 W	 For more than three hours.
④ M	 How many people will be there?
 W	 Fifteen all together.

Translation
① 남	 어떻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여	 그룹을 지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

② 남	 네가 백만장자라면 무엇을 하겠니?

 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어.

③ 남	 언제 학교에 가니?

 여	 세 시간이 넘어.

④ 남	 몇 명이나 거기 오니?

 여	 전부 열 다섯 명이야.

Clue
③의 질문은 ‘시간’을 묻고 있으나, 응답은 How long~?에 해당하는 시간의 양

을 대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millionaire 백만장자 

11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Can I help you?
M	 Yes.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France.
W	 Surface or airmail?
M	 Surface, please. How much is it?
W	 Let’s see. It’s $5.50.

Translation
여	 뭘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이 소포를 프랑스로 보내고 싶어요.

여	 육상우편 혹은 항공우편 어떤 것을 원하세요?

남	 육상우편으로요. 얼마죠?

여	 어디 보죠. 5달러 50센트네요.

Clue
surface or airmail(육상 혹은 항공우편)을 통해 장소가 우체국임을 알 수 있다.

12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Carlton Travel Agency. Ho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flight to New York.
W	 When will you be traveling?
M	 Oh, boy! I forgot to tell you. Next Monday through Friday.
W	 OK. Is it for one person?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칼튼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뉴욕행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여	 언제 떠나실 예정이세요?

남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여	 네, 승객이 한 분 이십니까?

Clue
agency 대리점

A through B A에서 B까지

13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Excuse me. I lost my purse this morning.
M	 Where did you lose it?
W	 On the first floor in the restaurant.
M	 Well, you are a lucky lady. A customer found it and gave it 

to me an hour ago.
W	 Thank goodness! I was really worried.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남	 어디서 분실했나요?

여	 식당 1층에서요.

남	 운이 좋네요. 한 손님이 발견해서 한 시간 전에 저에게 주었거든요.

여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Clue
질문은 대화 후의 여자의 기분을 묻는 것이다. 잃어버린 지갑(purse)을 찾았으므

로 안심이 될 것이다.

customer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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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Hi, Ann. How’s life?
W	 It couldn’t be better. I got an A for math.
M	 Wow! Didn’t you say it was your weakest subject?
W	 Yes, it was. But not any more. I understand much better 

than before.

Translation
남	 안녕, 앤. 어떻게 지내니?

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수학에서 A를 받았거든.

남	 와! 수학이 가장 취약한 과목이라고 하지 않았어?

여	 그랬지. 하지만 더이상은 아니야.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이해가 잘 돼.

Clue
weakest 가장 약한 

subject 과목

equation 방정식

formula 공식

15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This bag is so heavy.
M	 Does the bag have two handles?
W	 Yes, it does.
M	 Well, then, let me help you carry it. It will be much easier 

with two people.

Translation
여	 이 가방은 너무 무거워요.

남	 가방에 손잡이가 2개 있나요?

여	 네, 있어요.

남	 그러면, 제가 도와 드리죠. 두 사람이 들면 훨씬 쉬워질 거에요.

Clue
가방을 같이 들자는 남자의 말에서 협동 정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ndle 손잡이

carry 운반하다

16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How are you today?
W	 I am in pain.
M	 Really? What’s wrong?
W	 I have a toothache.
M	 Have you been taking the medication daily?
W	 Not really.

Translation
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여	 아파요.

남	 정말이요? 뭐가 문제죠?

여	 치통이 있어요.

남	 그 동안 매일 약을 먹었나요?

여	 그렇지는 않아요.

Clue
be in pain 괴로워하다, 아파하다

toothache 치통 

medication 약, 약물

daily 매일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hat do you do?
W	 I’m a government official.
M	 Is it a full-time job or a part-time job?
W	 Of course it’s a full-time job.
M	 How many hours do you work a day?
W	

Translation
남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	 저는 공무원이에요.

남	 상근직 인가요, 시간제 인가요?

여	 물론 상근직이에요.

남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여	

① 저는 매일 일합니다.

② 여기서 일을 한 지 10개월이 되었어요.

③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해요.

④ 저는 항상 9시에 일하러 갑니다.

Clue
하루에 일하는 시간의 양을 묻고 있다. ②와 ④도 시간과 관련이 있으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는 무관하다.

government 정부

official 관리

full-time 전임의

part-time 비상근의, 시간제의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 want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Dylan.
W	 What seems to be wrong?
M	 I have a headache.
W	 Can you come in this afternoon?
M	

Translation
남	 딜런 박사님과 진료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여	 어디가 안 좋으시죠?

남	 머리가 아파요.

여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으세요?

남	

① 안돼요. 오후 2시에 회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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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네, 오늘 오후에는 바빠요.

③ 저는 많이 아파요.

④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Clue
오후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headache 두통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Long ago in England, there lived a man named Robin Hood. 
Robin Hood was a thief - a different kind of thief. He stole 
from the rich and gave what he stole to the poor.

Translation
오래 전 영국에 로빈 후드라는 사람이 살았다. 로빈 후드는 도둑이었는데, 

다른 종류의 도둑이었다. 그는 부자들에게서 훔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

누어 주었다.

Clue
The rich와 the poor가 집합적 명사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에 유의하자.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ief 도둑 

steal 훔치다

2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Be careful when you remove the dish from the microwave. It 
will be very hot, so take care not to get burned.

Translation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접시를 꺼낼 때 조심하십시오. 매우 뜨겁기 때문

에 데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Clue
remove 치우다, 제거하다, 옮기다, 이동시키다

microwave microwave oven (초극단파오븐)의 줄임말, 전자레인지  

TEST   20
Answer Key

01 ③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② 07 ② 08 ① 0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④ 19 ③ 20 ②

01 문제유형	:	인물	묘사	
Script
M	 Do you know my sister, Jane?
W	 Well, what does she look like?
M	 She’s average height and a little heavy. She has dark hair 

and wears glasses.
W	 Oh, I know her.

Translation
남	 너 내 여동생(누나) 제인을 아니?

여	 글쎄, 어떻게 생겼는데?

남	 보통 키에 약간 뚱뚱해. 짙은 머리에 안경을 썼어.

여	 아, 누군지 알아.

Clue
average 평균의

wear glasses 안경을 착용하다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ost office is?
W	 Sure, it’s on the left-hand side of this street, in the middle 

of the second block.
M	 Thank you.
W	 No problem.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여	 그럼요. 우체국은 이 길 왼쪽, 두 번째 블럭 중간에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여	 별 말씀을요.

Clue
post office 우체국

left-hand side 왼쪽편

03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Mike,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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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ell, I’m not sure. Why? Do you have something to 
recommend?

W	 I recommend you read ‘Les Miserables’. It’s worth reading.
M	 Sounds good. I’ll try it.

Translation
여	 마이크, 수업 끝나고 뭐 할거니?

남	 아직 모르겠어. 왜?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니?

여	 ‘레 미제라블’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어. 읽을 만한 책이거든.

남	 그거 좋겠다. 읽어 볼게.

Clue
recommend 권하다  

worth ~ing ~을 할 가치가 있는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	시간	
Script
W	 I have to leave town this Thursday at 5:00 p.m.
M	 I have to get out of town this week also.
W	 When is your bus leaving?
M	 It was supposed to leave at 6:00 p.m. Wednesday, but was 

changed to 2:00 p.m. Thursday.

Translation
여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마을을 떠나야 해.

남	 나도 이번 주에 떠나야 해.

여	 네가 타는 버스는 언제 떠나니?

남	 수요일 6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목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어.

Clue
at 6:00 p.m. Wednesday는 혼동을 노린 말이다.

get out of ~에서 벗어나다 

0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Hi, Bob. I haven’t seen you for a while. Where have you 

been?
M	 Hi, Linda. I’ve been in Singapore for the last two weeks.
W	 Wow, that must have been wonderful.
M	 Yes, it’s been a great experience. I would love to go there 

again.

Translation
여	 안녕, 밥. 오랜만이네. 어디 갔었어?

남	 안녕, 린다. 지난 2주 동안 싱가폴에 가있었어.

여	 우와, 환상적이었겠다. 

남	 응,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다시 한번 가고 싶어.

Clue
experience 경험

0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What would you like to have, ma’am?
W	 Well, I’m not very hungry. I’ll have a ham, lettuce and 

tomato sandwich.
M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essert?
W	 Well, I’d like a fruit salad, please.

Translation
남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부인?

여	 별로 배가 안 고프네요. 햄, 상추, 토마토 샌드위치 주세요.

남	 디저트는 뭘로 드시겠습니까?

여	 과일 샐러드로 할게요.

① 집 ② 식당 ③ 교실 ④ 식료품 가게

Clue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lettuce 상추  

dessert 디저트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How about going shopping after class?
W	 I’d like to, but I can’t. I’m not feeling very good.
M	 Then, you’d better go home and rest.
W	 Yes. I think I should do that.

Translation
남	 수업 끝나고 쇼핑 가지 않을래?

여	 그러고 싶지만 안 돼. 몸이 좋질 않아.

남	 그러면, 집에 가서 쉬는게 낫겠다. 

여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Clue
had better ~하는게 낫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How much is this table?
W	 It’s 40% off its original price. You can have it for $20.
M	 It’s in pretty bad shape though. What do you say to fifteen?

Translation
남	 이 테이블은 얼마인가요?

여	 원래 가격에서 40퍼센트 할인 중입니다. 20달러에 사실 수 있어요.

남	 하지만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15달러는 안 될까요?

① 15 달러 ② 20 달러 ③ 40 달러 ④ 50 달러

Clue
original price 원래 가격

though 하지만 (말끝에)

What do you say to ~? 〜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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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문제유형	:	관계	
Script
M	 Hi, where is the teacher’s office?
W	 I am on my way there to see my teacher, too.
M	 Really?
W	 Do you want to come along with me?

Translation
남	 안녕. 교무실이 어디 있니?

여	 나도 지금 선생님 뵈러 거기 가고 있던 중이야.

남	 정말?

여	 나랑 같이 갈래?

Clue
come along with ~와 함께 가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ere would you like to go?
 W	 I’d like to go somewhere warm.
②	 M	 What are you doing now, Jane?
 W	 I’m fixing my bike.
③ M	 	Could you please tell me where I could find a bookstore?
 W	 Sure. There is one on River Road.
④ M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this afternoon?
 W	 Thank you very much.

Translation
① 남	 어디로 가고 싶나요?

 여	 따뜻한 곳에 가고 싶어요.

② 남	 제인, 지금 뭐 하고 있니?

 여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어.

③ 남	 서점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여	 그럼요. 리버 가에 하나 있어요.

④ 남	 오늘 오후에 나랑 쇼핑 갈래?

 여	 정말 고마워.

Clue
제안에 대해 ‘감사하다’는 응답은 적절하지 않다.

fix 고치다

11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Hi, how are you? How can I help you?
M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flight to Houston 

on Monday.
W	 All flights for Monday are already booked. We have seats 

on Tuesday, though.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월요일에 휴스톤행 비행편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	 월요일 비행기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는 자리가 있어요.

Clue
예약이 마감되었을 경우 be full, be closed를 쓴다.

be booked 예약이 차다 

12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W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M	 I’ve been coughing lately.
W	 Can you sleep well at night?
M	 No, I cough all night also.
W	 You will need to take a chest X-ray first.

Translation
여	 무슨 문제이신가요?

남	 요즘 계속 기침을 해요.

여	 밤에 잘 주무세요?

남	 아니요. 밤에도 기침을 해요.

여	 먼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겠어요.

Clue
병원에서 의사와 기침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cough 기침하다 
lately 최근에

all night 밤 새도록

chest 가슴

1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This sandwich is good.
W	 It’s a tuna sandwich.
M	 I like tuna.
W	 I do, too.
M	 I like it because it tastes good.
W	 I like it because it’s healthy.

Translation
남	 이 샌드위치 맛있다.

여	 참치 샌드위치야.

남	 난 참치가 좋아.

여	 나도 좋아해.

남	 난 맛있어서 좋아해.

여	 난 몸에 좋기 때문에 좋아해.

Clue
tuna 참치

taste ~의 맛이 나다

healthy 건강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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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are we going to eat for dinner?
W	 I am going to fix some steak.
M	 I am afraid the meat is not fresh.
W	 That’s strange! I just bought it the day before yesterday.
M	 Well, I forgot to put it in the refrigerator.

Translation
남	 저녁으로 뭘 먹을거야?

여	 스테이크를 만들려고.

남	 고기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	 이상하네! 바로 그제 산 고기인데.

남	 그게, 내가 냉장고에 넣어 두는 걸 깜빡했어.

Clue
fix 조리하다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제

refrigerator 냉장고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t’s mom’s birthday next week. Let’s get her a present.
M	 OK. How about a watch?
W	 That’s a good idea, but she already has two.
M	 How about a scarf?
W	 She never wears them.

Translation
여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을 사드리자.

남	 좋아. 시계는 어때?

여	 좋은 생각이지만, 이미 두 개나 가지고 계셔.

남	 스카프는 어때?

여	 스카프를 절대 안하신다구.

Clue
각자의 의견을 상의하는 것이므로 말다툼은 아니다.

1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May I have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M	 Yes, here you are.
W	 Where would like to sit, sir?
M	 An aisle seat, if possible.

Translation
여	 항공권과 여권을 주시겠습니까?

남	 네, 여기 있습니다.

여	 어느 좌석을 원하십니까?

남	 가능하면 복도 쪽 좌석으로 부탁합니다.

Clue
항공권과 여권을 요구하고 좌석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장소가 공항 체크인 카

운터임을 알 수 있다.

aisle seat 기내 복도 측 좌석

17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ow far is your school from your house?
W	 It’s a ten-minute walk, but I take a bus sometimes.
M	 How often do you take the bus?
W	

Translation
남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멀어?

여	 걸어서 10분 거리야. 그런데 가끔 버스도 타.

남	 얼마나 자주 버스를 타는데?

여	

① 하루에 세 번.

② 매일.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일전에.

Clue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므로 횟수로 대답해야 한다.가끔 버스

를 탄다고 했으므로 ①과 ②는 답이 될 수 없다. 

10 minute walk 걸어서 10분 거리

sometimes 때때로

18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here are you going?
M	 To the library.
W	 Library? It’s probably closed by now.
M	 No problem. I’m not going there to read.
W	 Then, why are you going there?
M	

Translation
여	 어디 가니?

남	 도서관에.

여	 도서관? 아마 지금쯤 문 닫았을 텐데.

남	 괜찮아. 책 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여	 그렇다면 왜 가는데?

남	

① 도서관은 좋은 곳이야.

② 갈 수 없을 것 같아.

③ 도서관에는 책이 아주 많아.

④ 거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Clue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는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는 ④가 가

장 적절하다. 

probably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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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w 지금쯤은, 이미

be supposed to ~ 하기로 되어 있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ellen Keller could not see, hear or talk since she was a baby. 
When Hellen was seven years old, she had a special teacher. 
Her name was Miss Anne Sullivan. Miss Sullivan worked with 
Hellen all day. She wrote a word in Hellen’s hand. Hellen soon 
learned to express herself in this way.

Translation
헬렌 켈러는 아이였을 때 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헬렌이 7살

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특별한 선생님이 있었다. 그 분의 이름은 앤 설리

반이었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과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선생님은 헬렌의 

손 바닥에 단어를 썼다. 헬렌은 곧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표현하는 법을 배

웠다. 

Clue
express 표현하다

2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bout 40 percent of honey bees in the U.S are gone. Scientists 
couldn’t find the exact reason. They say they will try to find a 
cure for the honey bees very soon.

Translation
미국에 있는 약 40퍼센트의 벌꿀들이 죽었다. 과학자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

아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머지않아 꿀벌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Clue
exact 정확한

cure 치료, 치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