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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circle is inscribed in triangle ABC as shown. The measurements 
of AB, BC and CA are 5cm, 9cm and 6cm, respectively. What is 
the measurement of CE?

Translation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ABC가 있다. 변 AB, BC, CA의 길

이는 각각 5cm, 9cm, 6cm이다. CE의 길이는?

Tips & Clue
CE의 길이를 x라 하면, AB의 길이가 5이므로 (9-x)+(6-x)=5 ∴x=5

inscribe 내접시키다

measurement 측량, 치수

respectively 각각, 각기, 각자 

02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W	 Hello, I’m calling to complain about the clog in my basin. 

It just won’t drain.
M	 I’m sorry to hear that, but have you tried adding some 

liquid plumber?
W	 Yes, I have, but it doesn’t seem to be working.
M	 I have a feeling that the drain is completely clogged up. 

Could you possibly wait until tomorrow afternoon for me 
to take a look at it?

W	 Would it be alright for you to let me call the plumber on my 
own to fix it now and let you take care of the bill later? It 
has been causing inconvenience to me during the last two 
days. 

M	 Yes, I certainly understand your situation. I’ll do what I can 
in the meantime.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세면대가 막힌 것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물이 빠지지 않네요.

남  죄송합니다만, 하수구 뚫는 액체를 넣어 보셨나요? 

여  네, 넣어봤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남  하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 같네요. 내일 오후에 제가 찾아뵐 때까지 기다

려주시겠어요?

여  제가 배관공을 불러서 지금 수리하고 나중에 요금을 처리해주시면 안될

까요? 지난 이틀 동안 불편했거든요.

남  네,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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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clog n. 막히다, 막힘 v. 방해하다, 막다(clog up)

basin 대야, 세면대 

drain v. 물이 빠지다 n. 배수관, 하수구 

liquid plumber 막힌 하수구 뚫는 액체 

plumber 배관공

inconvenience 불편, 부자유 

03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M	 Hello, Jennifer. This is Simon. How are you?
W	 Fine, thanks.
M	 How was your trip to New York?
W	 It was fantastic. 
M	 I hope to go to New York this weekend. How was the 

weather there?
W	 It was perfect, clear and warm.
M	 By the way, can you tell me how you got there? By train?
W	 No, the train tickets were all sold out, so I had to drive.
M	 Oh, was it a long drive? Did you make any stops on the 

way?
W	 Yeah, just once, to grab something to eat.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Jennifer. 나 Simon이야. 잘 지내?

여  응, 고마워.

남  뉴욕 여행은 어땠어?

여  환상적이었어. 

남  나는 이번 주말에 뉴욕에 가려고 해. 거기 날씨는 어땠어?

여  완벽했어. 화창하고 따뜻하고.

남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 알려 줄래? 기차를 타고 갔니?

여  아니, 기차표는 매진됐었어. 그래서 차를 몰고 가야 했어.

남  저런, 오랫동안 운전했니? 가는 도중에 조금이라고 쉬었어?

여 응, 뭘 좀 먹으려고 딱 한 번 쉬었지. 

Tips & Clue
get 도착하다, 도달하다(= arrive), 이르다(= get to) 

be sold out 매진[품절]되다 

drive (차를) 몰기, 드라이브

grab 재빨리 손에 넣다[이용하다, 먹다] 

04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Mary, it’s really difficult for men to understand why women 

would spend so much time to look for a dress they want 
to buy. Guys would usually walk into a store and find 
something that interests them, then buy it right away as 
long as it fit them.

W	 Bob, women might seem to be taking extra time for shopping, 
however, it is not exactly because they like browsing around. 

M	 Well, what’s the reason, then?
W	 Generally speaking, men’s sizes are pretty much standardized. 

It’s easy for them to purchase what they like as long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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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can find the style they like. Women, however, are a 
different story. The sizes have not been standardized between 
manufacturers. The sizes established often differ between the 
younger ladies’ dresses and older ladies’. The designation of 
the sizes fluctuates somewhat even within the same brand 
depending on the designs. That’s the reason why women 
need to try on every cloth they choose in the fitting room, 
which makes them take longer time when shopping.

Translation
남  Mary, 남자들은 왜 여자들이 사고 싶은 옷을 사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

간을 쓰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남자들은 보통 가게에 들어가서 마

음에 드는 옷을 골라 맞기만 하면 바로 사거든. 

여  Bob, 여자들이 쇼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

유가 구경하기를 좋아해서만은 아니야.  

남  그럼 이유가 뭔데? 

여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남성복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있어. 남자들은 마

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기만 하면 마음에 드는 것을 사기가 쉽지. 하지

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 회사마다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

지 않고, 종종 숙녀복과 부인복의 치수가 달라. 심지어는 디자인에 따라 

같은 상표 내에서도 사이즈 명칭이 다르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옷을 고

를 때마다 탈의실에서 입어 봐야 하고, 결과적으로 쇼핑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야. 

Tips & Clue
browse 여기저기 훑어보다(browse around) 

standardize ~을 표준화[규격화]하다 

manufacturer 제조업자, 제조회사 

differ 다르다 

designation 지정, 지시

fluctuate 변동하다, 오락가락하다

fitting room 탈의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Who asked you to come in so early in the morning?
	 M	Let’s talk about it more tomorrow.

② M	Why don’t you stop by my office this afternoon?
	 W	Can we delay it to another day?

③ W	If we hurry, we can catch the early show.
	 M	All right, but I am not sure if we can get the tickets.

④ M	What time will you get there for the concert this evening?
	 W	It starts at six so I will leave at five thirty.

⑤ W		Will you be taking your trip to Seattle in December or 
January?

	 M		I am going to call my travel agent to see what the best 
time may be for the trip.

Translation
① 여 누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널 오라고 한 거야?

 남 그것에 대해선 내일 좀 더 이야기하자.

② 남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에 들르시는 게 어때요?

 여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③ 여 서두르면 앞 시간 공연을 볼 수 있겠다.

 남 그래, 그런데 우리가 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④ 남 음악회 보러 오늘 저녁 몇 시에 갈 거예요?

 여 6시에 시작하니까 5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⑤ 여 시애틀 여행을 12월에 갈 건가요, 아니면 1월에 갈 건가요?

 남 어느 시기가 여행하기 제일 좋을지 여행사 직원에게 전화해 보려고요.

Tips & Clue
delay 지연, 지체; 연기 

catch [연극, TV 등]을 (놓치지 않고) 보다 

take one’s trip to ~로 여행 가다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  

06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Hello, may I help you?
M	 Yes, please. I’d like to ship a package. 
W	 What would you like to send?
M	 A set of four books. When do you think they would arrive 

in Boston?
W	 Would you be interested in sending them by regular mail or 

an overnight express mail?
M	 I’d like to send them by overnight express mail, but would 

it get there by Monday since it’s Friday today? You don’t 
work on weekends, do you? 

W	 Yes, we do work through the weekend, sir.
M	 Very good. How much would it cost me?
W	 It’ll be 5000 won for the regular mail and the overnight 

express would be twice as much.
M	 Well, I think I’ll opt for the overnight service.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be aware of?
W	 Not a thing, sir. Should there be any problem please call on 

us at the number shown on the receipt.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네, 소포를 하나 부치려고 하는데요.

여  어떤 물건을 보내실 건가요? 

남  책 4권입니다. 언제쯤 보스턴에 도착할까요?

여  일반 우편으로 보내시겠어요, 익일 급행 우편으로 보내겠어요?

남  익일 급행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도

착할까요? 주말엔 근무 안하시죠? 

여  아니요, 저희는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남  좋네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  일반은 오천 원이고 익일 급행은 그 두 배입니다.

남  그럼 익일 급행으로 할게요. 다른 건 신경 쓸 것 없습니까?

여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영수증에 써 있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Tips & Clue
ship 배편으로 보내다, ~을 수송하다 

package 꾸러미, 소포, 짐 

overnight express mail 익일 급행 우편

opt for (~하는 쪽을) 택하다 

be aware of ~을 알다, 알아차리다

receipt 영수증 

리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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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M	 Guess what, I told Jim that his girlfriend was dating another 

guy.
W	 You did? How could you do that?
M	 Well, he’s my brother and I didn’t like her going out with 

my brother.
W	 It’s none of your business.
M	 He got extremely angry. He called and confronted her. She 

kept denying it, and they had a terrible argument. I think 
they’ll break up.

W	 Now you’re in big trouble.
M	 Good for Jim.
W	 No. I’m serious. It turns out the rumor wasn’t true.
M	 Really? Jim is going to kill me then.
W	 Are you all happy now?

Translation
남  있잖아, 내가 Jim한테 그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한다고 말

했어.

여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남  음, Jim은 나의 형이고, 그녀가 형이랑 사귀는 것이 맘에 안 들었거든.

여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남  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전화해서 따졌어. 그녀는 계속 부

인을 해서 아주 크게 싸웠지. 내 생각엔 그 둘은 헤어질 것 같아.

여  넌 이제 큰일 났다.

남  형한테는 잘된 일이야.

여  아니, 농담 아냐.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

남  정말? 나 이제 형한테 죽었다.

여  이제 만족하니?

① 희망적인 → 좌절한

② 의기양양한 → 후회하는

③ 비참한 → 만족한

④ 불쾌한 → 만족한

⑤ 의심하는 → 확신하는  

Tips & Clue
go out with ~와 데이트하다(= date); 사귀다

extremely 몹시, 매우

confront 따지다; 대면하다, 맞서다; 대립하다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argument 논쟁, 언쟁, 말다툼

break up 헤어지다, 무너뜨리다, 해체시키다

turn out (결국) ~으로 드러나다, 알고 보니 ~이다

elated 의기양양한 

08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Thanks for calling. This is KT.
M	 Hi, I called to inquire about the notice that my account is 

two-months overdue which I was totally unaware of. 
W	 OK, sir. May I have your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use] Thanks for waiting. Would you like the 
details of the statement?

M	 Yes, please. The phone charges are supposed to be 
automatically taken out of my bank account. It’s hard to 
believe that it is two-month overdue.  

W	 Yes, sir. It’s supposed to be automatically taken out of your 
account on the 25th of each month. But we haven’t been 
successful in automatically withdrawing the bill from your 
account due to lack of balance in your account. Perhaps, 
you should verify it with your bank. 

M	 I certainly will. Regardless, what is the due date to take 
care of it anyway?

W	 You may replenish your balance by the 25th or remit the 
amount to the nearest service center. 

M	 Thanks. I’d rather take care of it at the KT service center 
directly.

Translation
여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KT 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문의할 것이 있어서 전화 했습니다. 제 전화 요금이 2개월 

연체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  알겠습니다. 성함과 주민 등록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pause] 기

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 연체 내역을 알려드릴까요? 

남  네, 전화 요금은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데, 2개월이나 연체되

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여  네, 고객님. 매월 25일에 자동이체 되는데, 잔고가 부족해서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인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확인

을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남  물론 그렇게 하지요. 여하튼, 연체 금액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여  25일까지 통장 잔고를 채워 놓으시거나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송금하

시면 됩니다.  

남  감사합니다. KT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바로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Tips & Clue
overdue 기한이 지난; 늦은 

be unaware of ~을 모르다, 눈치채지 못하다 

resident regislation number 주민 등록 번호  

withdraw 인출하다 

balance 잔고

verify 확인하다

regardless [접속사적 용법]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하튼 

replenish 계속 공급하다

remit 지불하다, 송금하다 

09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Please take a seat. What’s the problem?
W	 I’m not feeling well. I feel chilly, the inside of my nose 

feels itchy, and I have muscle ache all over.
M	 I think you’re coming down with a cold.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W	 How does it look?
M	 Nothing to worry about. Just drink a lot of water and orange 

juice, have a good rest, and eat well.
W	 Aren’t you going to prescribe me any medication?
M	 It won’t be necessary. A good diet and adequate sleep will 

do. And make sure to wash your hands whenever you ge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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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앉으시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  몸이 좋지 않아서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코 안쪽이 가려워요. 온 몸이 

쑤시고요. 

남  감기에 걸리려는 것 같습니다. 체온을 재 보죠.

여  어떤가요? 

남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물과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시고, 푹 쉬고, 잘 드시

면 됩니다.

여  약은 처방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남  약은 필요 없겠어요. 식사 잘 하시고, 푹 주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고요.

Tips & Clue
chilly 싸늘한, 냉기가 도는

itchy 가려운, 간질간질한

muscle ache 근육통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temperature 온도, 체온

prescribe 약을 처방하다, 처방전을 써 주다

medication 약 

diet 음식, 식단, 식이 요법; 식이 요법을 통한 체중 조절

adequate 적절한, 알맞은

do 충분하다

10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ey, Jane, would you mind flipping it to the sports channel? 

The baseball game is on.
W	 Can’t you see I’m watching the news? Why won’t you try 

watching the news sometimes especially when you never 
read the newspaper? 

M	 OK, I hear you. What’s on the news?
W	 They are anticipating unstable world’s economy and 

politics through next year.
M	 I’m sure that wars and events are taking place constantly 

as we speak. So many of the horrifying incidents make me 
hate to watch the news.

W	 Please try not to be too discouraged.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bad news such as murders and kidnappings, we still 
hear a great deal about good people.                                      

Translation
남 Jane, 스포츠 채널로 돌려주면 안되겠니? 야구 경기 중계를 해주거든. 

여  나 지금 뉴스 보고 있는 거 안보여? 신문도 절대 안 읽으면서 가끔 뉴

스라도 보는 게 어때?  

남 그래, 알았어.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여 내년 내내 세계 경제와 정치가 불안할 거라고 예상한대.

남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끔찍

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뉴스 보기가 싫더라고.

여  너무 낙담하지 마. 세상이 살인, 유괴 같은 안 좋은 뉴스로 가득하지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니까.                                       
① 네 말이 맞아. 뉴스보다는 야구 중계를 보는 것이 낫겠다.

②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 낙관적일 수도 비관적일 수도 있어. 

③ 나는 뉴스를 보면서 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④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할 거야.

⑤ 흉악 범죄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Tips & Clue
flip 뒤집다, (페이지를) 넘기다 

anticipate 예기하다, 예상하다

unstable 불안정한 

constantly 끊임없이, 항상

as we speak 바로 지금

horrifying incident 끔찍한 사건  

kidnapping 유괴

be better off ~하는 것이 낫다 

deem ~으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optimistic 낙관적인

pessimistic 비관적인

perception 생각, 견해, 관점 

petition 탄원(서), 청원(서) 

heinous 극악한, 가증스러운

punishment 처벌, 형벌 

11 문제 유형 : 장소 추론

Script
W Matthew, look at those old pots behind the glass.
M	 You mean, over there in the ‘ancient pottery’ section? 
W	 Yes. I never imagined that all these old things could be so 

interesting.
M	 You’re right. I’ve learned about them in school. But they 

seem so real here.
W	 I know. You can imagine them being used in real life.
M	 It’s like watching a documentary, or moving back in time. 
W	 Do you think that things from our lives will be put here in 

the future?
M	 Of course. When the years come, this building will have 

exhibitions about our lifestyles, including fashion, sport, 
shopping, and everything else.

W	 Wow! I’ve never thought about that before.

Translation
여  Matthew, 유리 뒤에 있는 저 오래된 도자기들을 봐. 

남  저쪽의 ‘고대 도기’ 구역을 말하는 거니? 

여  응. 이런 골동품들이 이렇게 흥미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남  맞아. 학교에서 그것들에 대해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실감이 나네. 

여  그래. 그것들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어. 

남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여  우리 생활 속의 물건들이 미래에 이곳에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남  물론이지. 그때가 되면, 이 건물에서 패션, 스포츠, 쇼핑,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 양식에 대한 전시회가 열릴 거야. 

여  와!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① 교실   ② 극장   ③ 체육관   ④ 병원   ⑤ 박물관 

Tips & Clue 
pot 단지, 항아리, 도자기 

pottery 도기(류) 

documentary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  

exhibition 전시회, 전시품  

including ~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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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y don’t we skip lunch and check out a play at the 
local theater?

	 W	Actually, I am a bit hungry. Let’s go and eat first.

② W	How much will the repair work cost?
	 M	Not as much as we first thought.

③ M		Are you done with your dish? Would you like to have 
dessert?

	 W		Yes, I would. Can I have the desert menu? And could you 
bring me my bill, please?

④ W	When is his flight scheduled to take off?
	 M	This is Miss Anderson. She came by three times.

⑤ M	Where am I supposed to pay for the tickets?
	 W	On the second floor.

Translation
① 남 점심은 건너뛰고 동네 극장에서 연극 볼 게 있나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여 사실 난 좀 배가 고파. 가서 먼저 뭘 좀 먹자.

② 여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③ 남 식사를 다 끝내셨나요? 디저트를 드시겠어요?

 여 네, 디저트 메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계산서도 주시겠어요?

④ 여 그가 탄 비행기는 언제 출발할 예정인가요?

 남 이분은 Miss Anderson입니다. 세 번 오셨었습니다.

⑤ 남 어디에서 티켓 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여 2층에서요. 

Tips & Clue
skip ~을 건너뛰다, 생략하다 

repair work 수리[보수] 작업 

be scheduled to ~할 예정이다 

take off 이륙하다, 떠나다

1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Seoul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global metropolises. This historical city has been 
the center of Korean peninsula since it has been established 
as the capital city about 600 years ago. The capital is very 
densely populated with over ten million people. Seoul is one 
of the ten most populous cities in Asia. The city is divided into 
25 districts such as Jongro-gu and Seocho-gu consisting of 14 
districts in the areas north of the Han River and 11 districts 
in the south of the river. The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are separated by the Han River and connected by 19 bridges. 
The number of bridg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complex subway system comprised of 8 different routes 
provides a convenient transportation service throughout the 
city. More routes are expected to be added as city’s population 
and traffic volume continue to multiply. In addition, there are 
four historical palaces such as Kyongbok palace and more than 
ten museums located throughout the city.

Translation
서울은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가장 주목을 받는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도시는 약 600년 전 수도로 정해진 이래로 한

반도의 중심지였다. 인구는 1,000만이 넘으며, 인구 밀도로는 아시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이다. 서울은 종로구, 서초구 등의 25개 구로 나뉘

어 있으며, 한강의 북쪽에 14개의 구가, 남쪽에 11개의 구가 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강북과 강남은 19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도 다리의 수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8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

한 지하철 체계는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시의 인구와 운송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 전역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4개의 궁궐과 10개가 넘는 박물

관이 있다. 

Tips & Clue
prominent 걸출한, 유명한 (= well-known, renown)

metropolis 주요 도시, 대도시

peninsula 반도 

densely populated 인구 밀도가 높은 

populous 인구가 많은 

district 지구, (도시의 특정) 구역 

consist of ~로 이루어져 있다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route 노선

multiply 증가하다, 늘다; 곱하다 

14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Are you really ready to lose weight? Most people aren’t. They’ll 
 talk about how they hate their fat and big stomach and arms, and 
they’ll exclaim, “I have to lose weight!” But when it gets down 
to it, they really have no intention of changing the way they eat. 
Get over the mental battle and you’re half way there. What’s 
enjoyable about being thin and healthy? You’ll love looking at 
yourself in the mirror. Take some time to prepare yourself to 
reach your goal. Half the battle is making up your mind.

Translation
당신은 정말 살을 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

다. 그들은 자신의 뚱뚱한 배와 팔이 얼마나 싫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살

을 빼야 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일에 당면했을 때는 

그들의 식습관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날씬하고 건강하면 어떻게 즐거울까요?거울에 자

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

간을 투자해 준비를 하십시오. 결심을 하면 전쟁의 반을 치른 것과 같습니다.  

① 결심을 하는 것은 체중을 반으로 줄인 것과 같다.

② 목표를 정할 준비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을 싫어한다. 

④ 체중 감량을 하겠다는 결심을 지켜라.

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Tips & Clue
exclaim 외치다

get down to ~에 대처하다, 착수하다

get over 극복하다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set the goal 목표를 정하다 

resolution 결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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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Attention, please. Water supply will be interrupted between 10 
a.m. and 4 p.m. tomorrow due to construction work to replace 
the water pipes. Please make a mental note of it and be prepared 
by securing plenty of water ahead of time. And please be aware 
that the hot water supply will resume at 6 p.m. tomorrow.

Translation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관 교체 공사 관계로 

수돗물 공급이 중지될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미리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수는 내일 오후 6시부터 공급된다는 점

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Tips & Clue 
interrupt 방해하다, 중단하다

construction work 건설 공사 

replace 교체하다 

make a mental note of ~을 기억해[외워] 두다 

secure 안전하게 하다, 확보하다 

ahead of time 미리, 시간 전에 

resume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16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have to get it together, and keep it together. If you don’t 
take care of basic things, the cyclone will pull you under. You, 
and I, and every successful person, and every average person on 
this planet were all given the same 24 hours in a day. Let’s be 
realistic. Most people read self-improvement books expecting 
instant miracles, and then they’re disappointed when it doesn’t 
happen. The truth is, it takes practice every day until it becomes 
a natural part of you. You can’t become a master of anything 
without, first, learning how, and then practicing. That’s the 
whole truth. There are no magical instant solutions.                     
                                     

Translation
당신은 일단 생각을 정리한 후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기본적인 것들을 신

경 쓰지 않는다면 폭풍이 당신을 파산시킬 것이다.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루 24
시간이 주어진다. 현실을 직시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인 기적을 꿈

꾸며 자기 개선에 관한 책을 읽는다. 그리고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실

망을 한다. 사실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때까지 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 우선 그것에 대해 학습하고 그 다음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없다. 그것이 모든 진리이다. 마법과 같은 즉각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                                                       
① 실수는 종종 최고의 스승이다. 

②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③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④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Tips & Clue 
get[put, have] it together 마음을 진정시키다, 생각을 정리하다 

cyclone 대폭풍, 큰 회오리바람 

this planet 지구

pull someone under ~을 파산[도산]시키다 

realistic 현실적인

self improvement 자기 개선, 자기 수양

instant 즉시의, 즉각적인 

17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Peter walks into the kitchen and finds his father preparing 
breakfast. It seems that his mother became ill at night, and 
will have to stay in bed for some time. So, Peter goes to his 
mother and tells her not to worry and to get well soon. He even 
volunteers to cook for the family until she gets well again. 
Peter’s mother is deeply touched by his kind offer, though she 
has already arranged for his aunt to come and cook.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s mother most probably say to him?

Translation
Peter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한

다. 그의 어머니는 밤새 앓으셔서 한동안 침대에 계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Peter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고 빨리 쾌유하시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겠노라고 자원한

다. Peter의 어머니는 이미 Peter의 이모에게 와서 요리를 해 달라고 해 놓

았지만 아들의 친절한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Peter의 어

머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① 고맙구나. 네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결코 잊지 못할 거야. 

② 감동 받았다만 네 이모가 요리를 할 거란다.

③ 네 아버지가 이미 내 잠자리를 펴 놓으셨단다.   

④ 네가 이모를 위해 요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⑤ 너는 휴식을 취하면 곧 좋아질 거야.

Tips & Clue
stay in bed 침대에서 쉬다 

get well 회복하다, 나아지다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지원하다 

deeply touched 깊이 감동한    

make the bed (자려고) 잠자리를 펴다, (기상 후) 잠자리를 정돈하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re is a dolphin swimming at 250km per hour and the water 
flows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dolphin at 150km per 
hour and he is trying to get to his destination, which is 300km 
away. 
Q How long would it take him to get to his destination?

Translation
시속 250km로 헤엄치는 돌고래가 있다. 해수는 돌고래가 헤엄치는 반대 

방향으로 시속 150km로 흐르고 있고, 돌고래는 300km 떨어진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한다. 

Q 돌고래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Tips & Clue
250km/h-150km/h=100km/h, 시간=거리/속력=300km/100km/h=3시간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

destination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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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mong 15 married couples, 16 people have gray hair, 12 
people have blue eyes and 9 people have both gray hair and 
blue eyes. How many of them have neither gray hair nor blue 
eyes?

Translation
15쌍의 부부 중에서 16명은 회색 머리, 12명은 푸른 눈, 그리고 9명은 회

색 머리와 푸른 눈 둘 다 가지고 있다. 회색 머리도 푸른 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인가?

Tips & Clue
회색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9명이면, 회색 머리만 가진 사람은 16-9=7

명이고, 푸른 눈만 가진 사람은 12-9=3명이다. 따라서 회색 머리도 푸른 눈도 가

지지 않은 사람은 30-(7+9+3)=11명이다.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Translation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다. 개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와 함께 사

냥을 하고, 우리와 함께 논다. 하지만 한때, 전 세계의 개는 야생이었다. 개

의 역사는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개는 조상이 같다. 이 개의 조

상은 늑대와 많이 닮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우와 같은 다른 동물들도 늑대

의 자손이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야생 개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개들이 길

들여졌을 때 훈련을 시켰다. 힘이 센 개들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무거

운 짐을 끌도록 훈련되었고, 양이나 다른 가축을 감시하는 것을 배웠다. 일 

하는 개들에게는 다른 임무도 있었다. 어떤 개들은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사

냥꾼들이 사냥감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다른 개들은 애완용으로 가장 

좋았다. 처음에는 개의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의 종류가 400
종이 넘는다.

Q 지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은?

Tips & Clue 
hunt 사냥하다

wild 야생의, 길들여지지 않은

the Stone Age 석기 시대 

ancestor 조상 

descendant  후예, 자손   

tame ad. 길들여진 v. 길들(이)다, 복종시키다

load (무거운) 짐

keep a watch 망보다, 감시하다 

domestic animal 가축 

game 사냥감, 동물

pet 애완동물

breed 품종, 종속

TEST 02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⑤ 10 ④

11 ② 12 ⑤ 13 ④ 14 ③ 15 ②

16 ③ 17 ① 18 ② 19 ⑤ 20 ③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riangle BDE is cut off from equilateral triangle ABC with 3 
units on each side, so that DB=EB=1. What is the perimeter of 
quadrilateral ADEC?

Translation
각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ABC에서 DB와 EB의 길이가 1인 삼각형 

BDE를 잘라냈다. 사변형 ADEC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인가? 

Tips & Clue
(△ABC의 둘레)-(D

―
B+E

―
B)+D

―
E=9-(1+1)+1=8

equilateral triangle 정삼각형

perimeter 주변, 주위; 주변의 길이 

quadrilateral 4변(형)의, 네모꼴의

02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W1 Hi, there. Throwing out garbage is a lot of work, isn’t it? 
W2 I would say so. It’s a nuisance especially when we have to 

sort them by types. 
W1 I think that we all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take actions together.
W2 You always appear to take an interest in our environment.
W1 Ordinary people like us also should take an active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since it directly affects our lives.  
W2 I remember reading in the newspaper that we put out more 

garbage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W1 You’re right. Particularly, the food waste is a big problem.
W2 I think we all should make an effort not to cook more than 

necessary. It would be a total waste to throw away the leftovers.

Translation
여1 안녕하세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꽤 힘든 일이죠?

여2 그래요. 더군다나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니까 귀찮아요. 

여1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2 항상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여1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2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쓰레기의 양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1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큰 문제죠.

여2  우리들도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은 심각한 낭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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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throw out ~을 내던지다, 버리다 

nuisance 폐(를 끼치는 행위), 성가신 일

be concerned with ~에 관여하다, ~에 관심이 있다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행동에 옮기다 

take an interest in ~에 관심을 가지다

put out 내쫓다, 밖으로 내놓다 

make an effort to ~하도록 노력하다 

leftover 나머지; 남은 음식 

03 문제 유형 : 장소 추론

Script
W	 Did you take money out from the ATM, honey?
M	 Yes. We need to buy some pasta and two cans of cream 

sauce with mushrooms. What else do we need to buy?
W	 Some loaves of bread, garlic, oranges and a bunch of 

bananas. Have you got the list of the things we need?
M	 Here it is. It’s getting crowded in here. Let’s just pick up 

the stuff on the list and get out of here.
W	 There must be a lot of good bargains because it is the sale 

season.
M	 Oh, please. I’m starting to feel stuffy.
W	 Then, why don’t you step outside?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Translation
여  여보,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 인출했어요?

남  네, 파스타랑 버섯이 들어간 크림소스 통조림 2개를 사야 해요. 또 뭘 

사야 하죠? 

여  빵 몇 덩어리와, 마늘, 오렌지, 바나나 한 다발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적어 놓은 목록 갖고 있나요?

남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목록에 있는 것만 사가지

고 여기서 나가요.

여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싼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남  아, 제발요. 답답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  그럼, 밖에 나가 있는 게 어때요? 10분 내로 나갈게요.

Tips & Clue
take out (돈을) 인출하다(= withdraw)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ed [automatic] Teller Machine)

loaf (빵 등의) 덩어리

bunch 다발, 묶음, 송이

pick up ~를 집어 올리다, 손에 넣다 

good bargain 싸고 저렴한 물건; 좋은 거래

stuffy 답답한, 숨이 막히는

step outside 밖으로 나가다, 자리를 뜨다 

04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W	 I think my kid has a bad cold.
M	 What are the symptoms like?
W	 She is running a fever and complains about a sore throat. 

She coughs a lot, too.
M	 When did this start?

W	 Since yesterday. She didn’t dry her hair after taking a 
shower and went straight to school. She started to have a 
fever in the afternoon.

M	 Open your mouth and say ahhhh. Yes, you have a swollen 
throat. I’ll prescribe medication for two days.

W	 Should I keep her at home tomorrow?
M	 Yes, I’d recommend her to take a lot of rest at home. This 

particular flu is pretty bad. Have her take the medication 
and stay inside for a few days.

W	 Thank you.

Translation
여  우리 아이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남  증상이 어떤가요?

여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해요. 기침도 심하고요.

남  언제부터 그랬나요?

여  어제부터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지도 않고 바로 학교에 가더니, 오

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  입을 벌리고 ‘아’ 해보렴. 그래, 목이 부었구나. 우선 이틀분의 약을 처방

해 드릴게요. 

여  내일은 아이를 집에 있도록 해야 하나요? 

남  네, 집에서 충분히 쉬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 감기는 독해서 약을 먹이

고 며칠은 집안에 있게 하세요.  

여  감사합니다. 

Tips & Clue
have a bad cold 독감에 걸리다 

symptom 증상

run a fever 열이 나다 

sore throat 목의 따가움, 인후염 

cough 기침하다 

medication 약물

flu 독감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Excuse me, sir, but you need to put that cigarette out.
	 M	Oh, sorry. Is there a smoking area around here?

② M		Why don’t we get together this weekend to go see a movie?
	 W		I’ll have to be somewhere else from Saturday morning 

until Sunday night, but I’ll be free on Monday.

③ W	How do I get to the Korean Embassy from here?
	 M		It’ll take you about 30 minutes. If you are in a hurry you 

should take a bus.

④ M		I’ve made a reservation for one room at your hotel and I’
d like to change it if I could.

	 W	We can give you and your party a ride if you’d like.

⑤ W		I’ve never seen so many students studying in the library 
this late.

	 M	Yeah, usually, there are only nine or ten studying in here.

Translation
① 여 죄송합니다만, 담배를 꺼주셔야 합니다. 

 남 이런, 죄송합니다. 근처에 흡연 구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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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 이번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여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어딜 가야 하지만, 월요일에는 

바쁘지 않아.

③ 여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 어떻게 가야 하죠?

 남 30분 정도 걸립니다. 바쁘시다면 버스를 타세요.

④ 여 호텔에 방을 예약했는데,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남 원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일행들을 태워 드릴 수 있어요.

⑤ 여  이렇게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 처음 봐.

 남 그래, 평소에는 9명이나 10명 정도밖에 없어. 

Tips & Clue
put out (불 따위를) 끄다 

get together 모이다 

embassy 대사관

in a hurry 급히, 서둘러 

party 일행, 단체 

06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I saw a disabled person struggling to climb the bus stairs 

on the way to school this morning. I wish more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would be provided to accommodate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M	 Try to imagine how difficult it is for the disabled people to 
climb the bus stairs especially when those stairs are steep 
enough even for the healthy people. 

W	 Some of my foreign friends have told me that Korea lacks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ople in the public 
places like the city halls, banks, and post offices.

M	 Even though it’s very important to provid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ople, I think it’s also as equally important to 
show them loving care and attention at all times.

W	 I agree. I see healthy people willfully use the restrooms 
and elevators that are dedicated for the exclusive use by the 
disabled.

M	 You are right. Once we set our minds,                                   

Translation
여  오늘 아침 학교 오는 길에 한 장애인이 힘겹게 버스 계단을 오르는 걸 

봤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좀 더 편리한 대중 교통수단이 생겼

으면 좋겠어.  

남  버스 계단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파른 편인데 장애인들이 버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봐.

여  외국 친구들이 한국은 시청, 은행, 우체국 같은 공공 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남  물론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제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그들에게 애정

어린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  맞아, 장애인 전용으로 마련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일반인들이 고의

로 사용하기도 하더군.

남  그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따라야 해.

②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③ 각자 장애인 친구를 한 명씩 만들어야 해. 

④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야 해. 

⑤ 후원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 

Tips & Clue
struggle 발버둥치다, 애쓰다 

accommodate 편리를 도모하다, ~에게 공급하다 

disability 무능; 장애

disabled people 장애인 (= the disabled[handicapped]) 

steep 험준한, 가파른

facility 편의 시설, 설비 

willfully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dedicated 전용의 

exclusive 배타적인; 독점적인 

set one’s mind 마음을 먹다, 전념하다 

abide by 결정[규칙]에 따르다

07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Here is your medicine!
W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e. I still feel terrible. I cannot 

stand still.
M	 Lie down on your bed and try to get some sleep.
W	 OK. Thanks.
M	 Oh! Before you go to sleep take these medications. There 

are several pills for you to swallow.
W	 That’s too many.
M	 These red ones are for your headache and those white and 

blue ones are for your runny nose and sore throat. You 
should take them 30 minutes after each meal all together.

W	 OK, I will.

Translation
남  여기 당신 약이요.

여  돌봐줘서 고마워요. 여전히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네요.

남  침대에 누워서 잠을 좀 자도록 해봐요.

여  알았어요. 고마워요.

남  아! 자기 전에 이 약들을 먹어요. 삼켜야 할 알약이 몇 개 있어요.

여  너무 많아요.

남  이 빨간 약들은 두통약이고, 흰 약과 파란 약은 콧물과 목 아픈 데 먹는 

약이에요. 식후 30분에 한꺼번에 먹어야 해요.

여  알았어요, 그럴게요.

Tips & Clue
stand still 가만히 있다 

pill 알약, 환약

swallow 삼키다, 꿀꺽 들이키다

runny nose 콧물이 흐르는 코

08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M	 Mom, where are you headed for?
W	 I’m going to look for a desk. I can’t decide whether I should 

go to the department store or the furniture store for the desk.
M	 What kind of desk do you have in mind?
W	 Well, I’m thinking about a small size desk for reading or 

for tea drinking.  
M	 Perhaps I could look it up on an Internet site. You ca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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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rder on line once you find the design that interests you.
W	 Really? How amazing!
M	 Of course. The Internet is often called ‘the sea of information.’ 

It can really become useful once you learn how to make 
good use of it. Why don’t you try learning how to use it? The 
computer will become a necessity that no one can do without 
from now on.

W	 OK. How long would it take for me to learn how to use it?
M	 It won’t take long at all.

Translation
남  엄마, 어디 가세요?

여  책상을 하나 보러 갈 건데, 백화점에 가야 할지 가구점에 가야 할지 결

정을 못하겠구나. 

남  어떤 책상을 사시려고요?

여  글쎄,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조그만 책상을 생각하고 있어. 

남  그럼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봐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여  정말이니? 신기하구나!

남  그럼요. 흔히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제대로 쓰는 법

을 배우면 정말 편리해요. 사용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앞으로는 컴퓨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수품이 될 거예요.    

여  알겠다.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남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Tips & Clue
head for ~를 향하다

place an order 주문을 하다

make good use of ~를 제대로 사용하다 

necessity 필요; 필수품

do without ~ 없이 지내다, 견디다 

from now on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09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Hey, John! I thought you were going with Julia. What’s 

wrong?
M	 Well, I feel terrible.
W	 Why? Did you two have a fall out?
M	 Not really, but sometimes I can’t put up with her. She often 

puts me in an awkward position.
W	 Well, tell me what happened.
M	 Today, as you know, we went shopping. I chose one necktie 

and used my credit card to pay for it, but it didn’t work. 
The clerk said it was denied.

W	 So what was the reason?
M	 Julia used my credit card. She keeps squeezing money out 

of me.
W	 Again?
M	 Yeah. It would help if my wife would spend a little less.

Translation
여  John! 너는 Julia와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남  음, 나 기분이 최악이야.

여  왜? 너희들 싸우기라도 한 거니?

남  그런 건 아닌데, 때때로 그녀를 참고 봐줄 수가 없어. 자주 나를 난처하

게 만들거든. 

여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봐.

남  너도 알다시피 오늘 우리는 쇼핑하러 갔잖아. 내가 넥타이를 하나 골라

서 내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고. 점원이 카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여  이유가 뭐였는데? 

남  Julia가 내 신용카드를 쓴 거야. 내 돈을 다 빼내 쓰고 있어.

여  또?

남  응. 아내가 돈을 조금만 덜 쓰면 도움이 될 텐데.

Tips & Clue
fall-out 싸움, 불화, 충돌

put up with ~를 참다, 견디다

put someone in an awkward position ~를 난처하게 만들다,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다

deny 거부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squeeze ~ out of ... …에서 ~를 짜내다

10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My brother who is in elementary school is occupied with 

the class president election next week. 
M	 Does he care about how he looks suddenly or make lots of 

phone calls?
W	 It’s unbelievable. He is constantly on the phone.
M	 You should understand how he feels. We did the same thing, 

didn’t we?
W	 He neglects his schoolwork while focusing on this election. 

I gave him a pep talk encouraging him that he shouldn’
t have too much difficulties getting elected because he is 
kind and good at his studies. But he told me that it takes 
more than that to get elected.

M	 I agree with your brother on that. A report by psychologists 
said that people tend to have a friendly feeling toward a 
person who goofs up sometimes rather than a person who 
aims at being perfect.  

W	 A flawless person often makes people around feel 
uncomfortable.

M	      

Translation
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은 다음 주 반장 선거 때문에 여념이 없어. 

남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전화도 많이 하니? 

여  말도 마. 끊임없이 전화를 한다니까. 

남  남동생 심정을 이해해 줘. 우리도 똑같았잖아, 안 그래? 

여  선거에 신경 쓰느라 학교 공부는 뒷전이야. 넌 착하고 공부도 잘 하니까 

별 어려움 없이 선출될 거라고 격려해 줬거든, 그런데 반장으로 뽑히려

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 

남  그건 네 동생 말이 맞는 것 같아.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 가끔 실수도 하는 사람에게 호

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여  결점이 없는 사람은 가끔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남     

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항상 인기가 좋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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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너는 성격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잖아.

③ 제발 전화 좀 그만 해. 

④ 그래. 어느 쪽이든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⑤ 나도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Tips & Clue
be occupied with  ~에 몰두하다, 전념하다

constantly 끊임없이, 언제나 

neglect 무시하다, 게을리하다  

pep talk 격려의 말

goof up 실수를 저지르다 

flawless 결점이 없는 

11 문제 유형 : 할 일 추론 

Script
M	 Hi, Jennifer. What’s new?
W	 Not much. I’m organizing these documents.
M	 That’s what you say every time I see you these days.
W	 I know. I have all these documents to organize, but there’s 

no room in this office to put all the folders.
M	 Haven’t you heard of a scanner?
W	 No. What do you mean?
M	 You scan your documents, and save them as computer files. 

Then, you can have more space in your office. I use mine 
all the time.

W	 Wow! I didn’t know there was such a thing. Can I borrow 
yours?

M	 Yes. I’ll bring it to your office right now. It’s very easy to 
use.

W	 Thanks. You’re an angel.
M	 You’ll be surprised how much it will help you.
W	 Let’s have dinner tonight after I finish scanning. I’ll treat 

you.

Translation
남  안녕, Jennifer. 별일 없니? 

여  별로. 이 서류들을 정리 중이야.  

남  요새 내가 너를 볼 때 마다 네가 하는 말이네 

여  맞아. 이 서류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이 사무실 안에는 폴더를 다 놓

을 공간이 없어.  

남  스캐너라고 못 들어봤니? 

여  아니, 무슨 말이야? 

남  서류들을 스캔해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거야. 그러면 사무실에 공

간 여유가 생기거든. 나는 항상 스캐너를 사용해.  

여  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네 스캐너를 빌려 줄 수 있니? 

남  그래. 지금 네 사무실로 가져다 줄게. 사용하기도 아주 쉬워.    

여  고마워. 넌 천사야. 

남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여  스캔하는 것이 다 끝나면 저녁 먹자. 내가 살게.  

① 여자에게 밥을 사주는 것

② 여자에게 자신의 스캐너를 빌려주는 것

③ 여자에게 더 많은 폴더를 사주는 것

④ 여자의 낡은 스캐너를 고쳐주는 것

⑤ 여자의 서류들을 선반 위에 놓는 것 

Tips & Clue
organize 조직하다, 모아 정리하다 

document 서류

scan  (데이터)를 광(光) 스캐너로 읽다, 주사하다 

treat someone  ~에게 한턱내다, ~를 대접하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I’d like to reserve a room for two from this Friday until 
Sunday.

	 M	I’m sorry, but all of our rooms are fully booked.

② M	Welcome, Ms. Adams. How was your flight?
	 W	It was quite pleasant, but a little bumpy.

③ W		I bought these shoes yesterday, but they don’t fit quite 
right. Can I get a refund?

	 M	We don’t offer refunds or exchanges on footwear.

④ M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eat the cafeteria food day 
in and day out. 

	 W	Why not? It’s so inexpensive and it’s worth it.

⑤ W	Is this the only restaurant I could choose from?
	 M	We have plenty of dishes to choose from.

Translation
① 여 이번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두 명이 쓸 방 하나를 예약하려 합니다.

 남 죄송하지만, 모든 방 예약이 다 찼습니다. 

② 남 Ms. Adams, 환영합니다. 비행은 어떠셨나요?

 여 꽤 편안했지만, 조금 흔들렸어요.

③ 여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잘 맞지 않네요. 환불 받을 수 있을 까요?

 남 신발류는 환불이나 교환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④ 남  네가 어떻게 매일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돼.

 여 왜? 아주 싸고 먹을 만하잖아.

⑤ 여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 이곳 말고 없나요?  

 남 저희는 고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Tips & Clue
fully booked 예약이 꽉 찬

bumpy 울퉁불퉁한, <항공> 난기류가 있는 

get a refund 환불 받다

footwear 신발류

day in and day out 날이면 날마다, 언제나  

13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Attention. Today is the due date for the payment of monthly 
apartment management fees. Representatives from Washington 
Mutual Bank are here today for your convenience. You could 
make the payment either at the bank or the management office. 
It’s due at 4:30 this afternoon.

Translation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

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Washington Mutual Bank 직원들이 나오셨습

니다. 은행에 가시거나 관리실에서 관리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마

감 시한은 오늘 오후 4시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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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due date 지급 기일, 만기일 

management fee 관리비 

representative 대표자, 대리인

for one’s convenience ~의 편의를 도모하여 

14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I am Billy Randall. I want to raise teachers’ and doctors’ 
salaries. I want to create a society where we respect our parents 
and grandparents. We must look after all of the senior citizens, 
and I plan to increase their pensions. The economy is only good 
when we are all working. I’ll create more jobs. I’ll build more 
houses. So vote for me. I’ll create a better future.

Translation
저는 Billy Randall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사와 의사들의 월급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인들을 돌봐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연금을 인상할 계획입니

다. 우리 모두가 일을 할 때에만 경제가 좋아집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겠습니다. 더 많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 표를 던져 주십시오 

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Tips & Clue
salary 봉급, 급료

look after 보살피다, 돌보다(= take care of)
senior citizen  고령자, 노인

pension 연금, 부양금; 장려금

vote for ~에게 투표하다

15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The Babylonians used base 60, rather than base 10. Their 
fractional system survives in the hours, minutes and seconds 
notation we still use. The Chinese used a symbol for the 
numbers 1-10, 100, 1000, and 10000. 2034 would be written 
2, 1000, 3, 10, 4. Small bamboo counting rods were used for 
calculations. Positions from left to right gave place value. 
Greeks emphasized the use of ratios.

Translation
바빌론 사람들은 10진법 대신 60진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분수체계는 우

리가 아직도 사용하는 시간, 분, 초의 표기법에 남아 있다. 중국인들은 1에

서 10, 100, 1000 그리고 10000이라는 숫자들을 기호로 표기했다. 2034
는 이천삼십사로 표기했다. 작은 대나무 계산 막대기도 계산에 사용되었다. 

왼쪽으로부터 오른쪽까지 각자 위치들에 가치가 주어졌다. 그리스 사람들은 

비율의 사용을 강조했다.    

① 고대 미적분학의 발명

② 역사상 분수의 개발과 사용법

③ 고대 문명 간의 수학의 차이점 

④ 중국 수학이 우수한 이유

⑤ 바빌론 사람들의 시계 발명

Tips & Clue
base 기초, 기본

fractional system 분수체계 

notation 기수법

rod 막대, 장대, 지팡이 

emphasize 강조하다

ratio 비, 비율

16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According to a survey by one of the research institutes 
conducted on 10,000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48% of high 
school seniors and 52% of high school juniors are currently 
getting some type of private out-of-school studies. Sixty nine 
percent of the students residing in Kang Nam region that 
includes Kang Nam-gu, Seo Cho-gu, and Yang Cheon-gu are 
receiving private education. In comparison, thirty nine percent 
of the students living in Kang Buk region such as Eun Pyong-
gu and Jung Nyang-gu are receiving private lessons. The cost 
of this private education differs between different regions. 
The average monthly educational expenses were 480,000 won 
in Kang Nam-gu and Seo Cho-gu and 200,000 won in Keum 
Cheon-gu and Kwan Ak-gu, respectively.

Translation
최근 한 연구소가 서울의 고등학생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

사에 따르면, 3학년 학생 가운데 48%, 2학년 중의 52%가 현재 어떤 형식

으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같은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69%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은평구, 중랑구 같은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39%가 사교육

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강

남구와 서초구의 월 평균 교육비는 48만원이었고, 금천구와 관악구의 평균

은 20만원이었습니다.  

Tips & Clue 
survey 설문 조사 

conduct 행동하다, 실시하다 

out-of-school 과외의 

reside 거주하다, 살다

region 지역

in comparison 그에 비해 

differ 다르다 

educational expense 교육 비용

17 문제 유형 : 내용 파악 

Script
Coffee is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beverages, and it 
is generally bought by consumers for home use in one of two 
forms: whole or ground. Unopened cans of coffee may be kept 
in the cupboard and used within a year. However, bags and 
opened cans of coffee should be kept in a cool dry environment. 
It is not recommended to keep coffee in the refrigerator 
because the environment in a refrigerator is too humid. This 
humidity can cause the coffee to get spoiled quickly. A better 
place to store coffee is in the freezer, which has a much drier 
environment due to the very low temperature.

Translation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하지 않은 형태, 또는 가루로 만든 형태 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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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형태로 커피를 구입한다. 개봉하지 않은 커피 캔은 찬장에 보관하면 

일 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용) 봉지에 들어 있거나 개봉한 

커피 캔은 서늘하면서도 건조한 환경에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 안의 환경이 

지나치게 습기가 많기 때문에 커피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습기로 인해 커피가 쉽게 상할 수 있다. 커피를 보관하기에 좀 

더 나은 곳은 냉동고인데, 아주 낮은 온도로 인해 훨씬 더 건조한 환경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Tips & Clue
beverage 음료, 마실 것 

whole 그대로의, 통째의, 가공하지 않은

ground 가루로 만든, 분말의 

cupboard 찬장

humid 습한 

humidity 습도 

get spoiled 손상하다

freezer 냉동고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Rectangular tiles, each with a length of 12cm and width of 8cm, 
are to be attached on a squared wall without any empty spaces. 
What’s the least possible number of tiles that are needed to 
cover the wall without cutting them?

Translation
세로의 길이가 12cm, 가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정사

각형 모양의 벽에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자르지 않고 벽을 덮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타일 수는 몇 개인가? 

Tips & Clue
12와 8의 최소 공배수가 24이므로, 세로 방향으로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24÷

12=2(장), 가로 방향으로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24÷8=3(장), 따라서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2×3=6(장)이다.

rectangular 직사각형의

length 길이; 가로 

width 폭, 너비; 가로 

attach ~을 붙이다 

squared 정사각형의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Dokdo, Korea’s easternmost island, lies on the southeast side of 
Ulleung Island. Dokdo is visible to the naked eye from Ulleung 
Island on a clear day. It’s not possible to see Dokdo with the 
naked eye from Japanese Oki Island. Dokdo was formed by 
a volcanic eruption and is comprised of 2 big islands and 89 
small islands. A cold current and a warm current merge together 
at this location. This region is rich in migrating fish. Since the 
area is pollution free a variety of fish and seaweed are abundant 
in this region. Dokdo officially belongs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Kyunsang Buk-do. There are 3 inhabitants officially. 
Since the movement called ‘Love Dokdo’ began 2,051 residents 
of 613 households transferred their domiciles to Dokdo Island.

Translation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일본의 오키 섬에서는 육안으로 독

도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독도는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환경 오염이 없는 지역이라 다양한 어종과 해조류

들이 풍부하다. 독도는 공식적으로 경상북도 행정 구역에 해당하며, 현재는 

실제 3명이 거주하고 있다. ‘독도 사랑하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613가구

의 2051명의 주민이 독도로 본적을 이전했다. 

Tips & Clue
easternmost 가장 동쪽의

visible (눈에) 보이는 

naked eye 육안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 

be comprised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current (조류, 해류, 기류 따위의) 흐름, 유동 

merge (도로, 강 등이) 합류하다 

migrate 이주하다 

abundant 풍부한 

administrative district 행정 구역 

inhabitant 주민, 거주자

domicile 주거지, 주소; 본적지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the best saying for the passage?

Translation
어느 무더운 여름 날, 한 청년이 아테네부터 메가라까지 타고 가기 위해 나

귀를 한 마리 빌렸다. 한낮에 내리쬐는 햇볕으로 탈 듯한 정도여서, 청년은 

나귀에서 내려 나귀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부가 그 

그늘에 대해서는 자기도 상대편과 동일한 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년과 서로 그늘을 빼앗으려고 다투었다. 청년이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이번 여행길 전체를 놓고 나귀를 빌린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러자 상대방

은 말했다. “그렇지요, 당신은 나귀를 빌렸지요, 하지만 나귀의 그늘까지 빌

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장소를 놓고 말다툼하며 싸우고 있

는 동안에 나귀는 도망쳐 달아났다. 

Q 지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은?

Tips & Clue
ass 나귀

mid-day 정오(= noon), 한낮 

scorching (태양이) 작열하는

dismount (말, 자전거 따위에서) 내리다  

repose 눕히다, 쉬게 하다 

dispute 말다툼하다

wrangle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take to one’s heels 도망치다, 달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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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3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③ 08 ① 09 ③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②

16 ① 17 ② 18 ③ 19 ③ 20 ③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diagram shows the human body’s digestive system. Which 
digestive organ secretes digestive enzyme that digests all types 
of nutrients?

Translation
다음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 계통을 보여준다. 모든 형태의 영양소를 소화시

키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소화 기관은 무엇인가?  

Tips & Clue
A-간,  B-쓸개,  C-이자,  D-위,  E-소장, F-대장

diagram 그림, 도형, 도표 

digestive system 소화기 계통 

digestive organ 소화 기관   

secrete 분비하다   

digestive enzyme 소화 효소

02 문제 유형 : 격언 추론 

Script
W	 I can’t believe the entrance exam is only a month away.
M	 What do you mean by ‘only’ a month? You have the whole 

month to prepare for it.
W	 I don’t think I can accomplish much in a month. I have a 

feeling that I’m not going to pass the exam. 
M	 Why do you think that way? You can organize what you’ve 

studied in a month.
W	 Well, I’m sure that you’ll do well because you are smart 

and studied hard for it. I have no doubt in my mind that I’m 
going to fail the exam. Perhaps I might be better off giving 
up and take pressure off.

M	 I think it is all in your head. I think one month is much 
more encouraging than having only a week to prepare for 
it. Let’s try the best we can from this point on. 

W	 Well, will I be able to go through with it?

Translation
여  입학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믿을 수 없어. 

남  한 달‘밖에’라니? 준비할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았잖아.

여  한 달 동안 많은 걸 이룰 것 같지 않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남  왜 그렇게 생각해? 한 달 동안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할 수 있어.

여  너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거야. 나는 시험에서 떨

어질 게 뻔해. 어쩌면 포기하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남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어. 준비할 시간이 한 달이 남았다는 것은 일

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자.

여  글쎄,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Tips & Clue
entrance exam 입학시험 

accomplish 수행하다, 이루다

have no doubt ~을 확신하다, 틀림없이 ~하다 

be better off ~하는 편이 낫다 

take pressure off 압박감을 떨쳐내다 

encouraging 용기를 북돋는

go through with ~을 끝까지 해내다 

03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M	 Jenny, did you see the NBA Finals game last night?
W	 No, I was very busy writing up a paper.
M	 Oh, were you? You should have seen it. The game was very 

exciting. The score was really close all the way until the 
end.

W	 Wow, that sounds exciting.
M	 It was. Only with three seconds left in the game, the Lakers 

were losing by 3 points and the score was 81 to 78.
W	 Then what happened?
M	 Kobe Bryant did it again! He took a pass from the right 

side, hit a three pointer over a Rockets defender at the 
buzzer and was fouled on the play. He made the free throw 
and they won by one. It was amazing.

Translation
남  Jenny, 어제 밤 NBA 결승전 경기 봤니?

여  아니, 논문 쓰느라 너무 바빴어.

남  아, 그랬어? 꼭 봤어야 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거든. 점수도 끝

까지 정말 막상막하였어.

여 와, 재밌었겠다. 

남  진짜 재밌었어. 3초를 남겨두고 Lakers가 3점 차로 지고 있었고, 점수

는 81 대 78이었지.  

여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

남  Kobe Bryant가 또다시 해낸 거야! 그가 오른쪽에서 패스한 공을 잡아

서 버저가 울리는 순간 Rockets 수비수 너머로 3점 슛을 성공시켰는

데 동시에 반칙을 당한 거야. 자유투까지 던져서 1점 차로 이겼어. 정말 

대단했어. 

Tips & Clue
final 결승전, 결승 시합

write up 자세히 쓰다 

paper 논문, 에세이; 신문

close 접전의, 막상막하의

pass 패스해준 공

three pointer 3점짜리 슛

defender 수비자, 방어자 

foul 반칙을 하다

free throw 자유투

buzzer 신호기, 경적,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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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 유형 : 내용 파악 

Script
M	 May I take a look around to see how much you’ve got in 

here?
W	 Certainly. They are not very big, but I’m somewhat worried 

about the precious chinaware I bought from abroad.  
M	 Please rest assured since we are an expert in special packing.  
W	 Well, that’s comforting.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total estimate will be? I was quoted 400,000 won by another 
mover. 

M	 Some of your furniture is pretty big in size. We’ll require 
a 5-ton truck to fit them all. Our best quotation will be 
550,000 won, ma’am.

W	 Why so expensive? It’s only a short distance away though.
M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we carry an insurance policy 

to pay you in full for any loss or damage done to your 
goods at any possible causes.

W	 Well, I guess it’s a tradeoff between high price and peace of 
mind. Fine, then. We’ll take your service.

M	 Thank you. We’ll see you at 10 tomorrow morning.

Translation
남  짐이 얼마나 되는지 둘러봐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큰 짐은 별로 없는데, 외국에서 사온 귀중한 도자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네요.

남  저희는 특수 포장 전문이니까 안심하세요. 

여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총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다른 이삿짐 회사에

서는 40만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남  부피가 제법 큰 가구도 있어서 다 실으려면 5톤 트럭 1대가 필요하겠

어요. 가격은 55만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  왜 그렇게 비싼가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요.

남  저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이사 중에 파손되거나 분실

된 물품은 전액 배상해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  가격이 비싼 대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

남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Tips & Clue
chinaware 도자기

rest assured 안심하다 

expert 달인, 전문가

comforting 위안[안심]이 되는 

estimate 평가, 견적(서)

quote 견적을 내다

quotation 견적

insurance policy 보험 규정

pay in full 전액을 지불하다 

tradeoff 교환, 거래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Did you pick up your laundry yesterday?
	 W	No one has picked it up yet.

② W		I can’t believe the amount of the food. They’re just too 
big for one person.

	 M	That’s why I eat here so often.

③ M		Have you called the hotel or should I make a call to make 
a reservation?

	 W	Don’t worry. I’ve already made a call an hour ago.

④ W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art museum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along?

	 M	I’ll be looking forward to it. Just give me a ring. 

⑤ M	How much longer before the movie starts?
	 W	About 10 minutes.

Translation
① 남 어제 세탁물 찾아 왔어요?

 여 아직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② 여 이 양 많은 것 좀 봐. 1인분 치고는 너무 많다. 

 남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주 먹는 거야.

③ 남 호텔에 전화했나요?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해서 예약할까요?

 여 걱정 말아요. 한 시간 전에 제가 전화했어요.

④ 여 이번 주말에 미술관에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

 남 기대하고 있을게. 전화만 해.

⑤ 남 영화 시작하려면 얼마나 남았나요?

 여 10분 정도요.

Tips & Clue
pick up ~을 찾아 오다 

laundry 세탁물 

come along 함께 가다, 오다 

give someone a ring ~에게 전화하다 

0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You look somewhat troubled. What’s the matter? 
W	 My dad is thinking about relocating to the country, away 

from Seoul. We are a bit confused at home.
M	 Is that right? Why does he feel that he should?
W	 He said he is tired of the life in Seoul. He said that there 

simply are too many cars causing constant traffic jams. The 
limited space, land and real estate are driving up the price 
of housing and the cost of living. 

M	 In spite of the advantages the country can offer, such as 
clean air and a lower housing cost, there still are many 
people who insist on living in Seoul. It’s because the city is 
the center of the nation’s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W	 You are right. My mother contends that we live in Seoul 
until my brother graduates from high school.

M	 In order to correct this problem we need to urgently build 
key cities in the country with the aim of relocating the 
capital while improving the existing cities.   

W	 But no matter how improved or advanced the other parts of 
the nation will become I still would like to continue to live 
in Seoul.

Translation
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걸.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여  아빠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어수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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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

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싫으시대. 끊임없이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자동

차들도 너무 많고, 한정된 공간, 땅, 부동산 때문에 집값이랑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남  아무리 지방이 공기가 맑고 집값이 싸다는 등 장점이 많다 해도 여전히 

서울에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아. 서울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지.  

여  맞아. 엄마는 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서울에 살아야 한

다고 주장하고 계셔.

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수도 이전을 위해 하루 빨리 지방에 주요 도시를 만들어야 해. 

여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거나 향상된다고 해도 

나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을 것 같아. 

Tips & Clue
relocate 이전시키다, 재배치하다

constant 지속적인, 불변의

real estate 부동산

drive up [값 따위를] 끌어올리다 

cost of living 생활비

contend 싸우다, 논쟁하다

urgently 긴급히, 시급하게 

key city 주요 도시 

0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I’m really concerned about gaining weight so suddenly.
M	 Why don’t you try exercising?
W	 I thought about taking up a sport like swimming, but I keep 

putting it off.
M	 I see. The funny thing is I put on weight since I started 

swimming. I get hungry and thirsty after the swimming. So, 
I drink and eat a lot more right after the exercise.    

W	 It’s no use to exercise to lose weight unless you have a 
balanced diet.

M	 Well, I think it’s easier said than done. So, I decided to take 
a walk early in the morning rather than exercising hard.  

W	 You mean to tell me it’s been effective for you?
M	 You bet. I lost weight and it feels great.
W	 Well, in that case, why don’t I start trying it beginning from 

tomorrow morning?

Translation
여  요새 갑자기 살이 쪄서 정말 걱정이야.

남  운동을 해보는 게 어때?

여  그래서 수영 같은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미루고 있어.

남  그랬구나. 그런데 우스운 건 나는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살이 찌더

라고. 수영을 하고 나면 허기가 지고 갈증도 나니까 운동 끝나면 바로 

더 마시고 먹게 돼. 

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게 소용이 없어.

남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그래서 심한 운동보다는 아침 일찍 산

책을 하기로 결심했어.

여  그게 너한테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니? 

남  물론이야. 몸무게도 줄었고, 기분도 좋아. 

여  그렇다면 나도 내일 아침부터 산책을 시작해 볼까? 

Tips & Clue
gain weight 체중이 늘다 (= put on weight) 

take up ~을 채택하다, 시작하다 

put off 미루다

It is no use ~. ~해도 소용이 없다.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사 

effective 효과적인

You bet. 물론이지. 

08 문제 유형 : 생각 추론

Script
M	 Hey, Mary. Come here and take a look at this. I just picked 

it up at a store in the mall. It was 30% off.
W	 OK. I’m looking at it. Now, maybe you could explain what 

it is to me.
M	 It’s an air purifier. And it only cost $150.
W	 Why would you spend so much money on something to 

clean the air? This is a rural area. The air couldn’t get any 
cleaner than it already is.

M	 It could be a whole lot cleaner in my house. My father is a 
heavy smoker.

Translation
남  Mary,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쇼핑 몰에 있는 가게에서 방금 산 거야. 

30퍼센트 싸게 팔더라고.

여  그래. 보고 있어. 이제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설명해 봐. 

남  공기 정화기야. 150달러밖에 안돼.

여  공기 정화하려고 꼭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돼? 여기는 교외야. 이미 공

기가 더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잖아. 

남  우리 집안의 공기는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

Tips & Clue
pick up 사다, 구입하다

off 할인하여, 에누리하여

air purifier 공기 정화기

rural 시골의, 전원의

heavy smoker 골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09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M	 Well, I am thinking about going on a picnic. Would you like 

to join us?
W	 Sounds good to me. Who else is coming?
M	 I guess Bob and Grace may join us, too.
W	 Do you think Bob can come?
M	 Sure. Why not? Is there something wrong?
W	 He has been kind of down. His dad lost his job recently.
M	 Really? What did his father do for a living?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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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이번 주 일요일엔 무엇을 할 거니?

남  글쎄, 소풍을 갈까 생각 중이야. 우리랑 같이 갈래?

여  좋아, 또 누가 같이 가는데?

남  Bob이랑 Grace가 함께할 것 같아.

여  Bob이 올 수 있겠어?

남  물론이지.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여  그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최근에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으셨잖아.

남  정말? 걔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여     

① 그분은 임금을 인상 받았어.

② 그분은 어제 일을 쉬었어.

③ 그분은 신발 공장에서 일하셨어.

④ 그분은 소풍을 가고 싶어했지.

⑤ 그분은 새로운 사업 구상을 했었어.

Tips & Clue
go on a picnic 소풍을 가다 

join 참여하다, 함께하다, 가입하다

kind[sort] of 조금, 다소, 약간

down 우울한, 무기력한, 의욕이 없는

recently 최근에, 근래에(= lately)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일을 하십니까?  

10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1 May I help you?
W2 Yes, we’d like two pastas, please.
M	 You said that they make good pasta here, right?
W2 By the way, how much longer do we have to wait for the 

food?
M Maybe they went to the store to buy flour.
W2 Excuse me. We are still waiting for our food.
W1 It’s almost ready, ma’am. 
W2 Well, they keep saying it’s almost ready.  
M	 Let’s give them five more minutes then we’ll go to another 

restaurant.

Translation
여1 무엇을 드릴까요?

여2 저희 파스타 둘 주세요.

남  여기 파스타가 맛있다고 했지?

여2 그런데, 얼마나 더 오래 음식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남  밀가루를 사러 가게에 간 모양인데.

여2 죄송한데요, 아직도 음식이 안 나와서요. 

여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2 다 되었다는 말만 계속하잖아. 

남  5분만 더 기다렸다가 그 때까지 안 나오면 다른 식당으로 가자.

① 짜증난   ② 우울한   ③ 실망한   ④ 절박한   ⑤ 기대하는 

Tips & Clue
flour 밀가루 

keep ~ing 계속 ~하다 

disappointed 실망한 

urgent 절박한 

11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M	 Did you make our plane reservations to Moscow?
W	 Yes, I did.
M	 How much were the tickets?
W	 Yours was eight hundred fifty dollars and mine was seven 

hundred.
M	 Really? Why was my ticket eight hundred fifty and yours 

seven hundred?
W	 Because you’re staying longer than I am. The travel agent 

said that airfare is now based on the length of the stay.
M	 Well, at least these tickets are cheaper than when we went 

to Moscow last year.
W	 Yeah, those were expensive, nine hundred dollars a ticket. 
M	 So, when can we get our tickets?
W	 We can pick them up at the airport. I already paid for them.
M	 That’s good. That’ll save us some time.

Translation
남  우리가 탈 모스크바 행 비행기를 예약했나요?

여  네, 했어요.

남  티켓 값이 얼마였나요?

여  당신 것이 850달러이고, 제 것이 700달러였어요. 

남  정말요? 왜 내 것은 850달러이고, 당신 것은 700달러이지요?

여  당신이 나보다 오래 체류해서 그래요. 여행사 직원 말로는 현재 항공 운

임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진대요. 

남  음, 적어도 작년에 우리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보다는 티켓 값이 싸네요.  

여  맞아요, 그때는 비쌌어요. 각각 900달러였지요.

남  그럼 언제 티켓을 받을 수 있나요?

여  공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요금을 지불했거든요.

남  잘됐네요. 시간이 좀 절약되겠어요.

Tips & Clue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 

airfare 항공 운임

save 절약하다, 아끼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with us this afternoon?
	 W	No, thanks. I have made another plan already.

② W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left home?
	 M	Over three years.

③ M	Don’t you have your boarding pass on you?
	 W	Yes, it’s my briefcase.

④ W	Are you going to sell all of your stocks?
	 M		Yes, because I’d like to return all my profits to the society.

⑤ M	Have you bought an airplane ticket yet?
	 W		I’m going to visit a travel agency this weekend to ge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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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① 남 오늘 오후에 우리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여 아뇨, 고맙지만,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요. 

② 여 집을 떠난 지 얼마나 오래 됐나요?

 남 3년이 넘었죠.

③ 남 탑승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여 네, 제 서류 가방입니다.

④ 여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 건가요?

 남 네, 제 모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⑤ 남 비행기 표를 구입했나요? 

 여 이번 주말에 표를 사러 여행사에 갈 거예요.

Tips & Clue
boarding pass 탑승권

briefcase 서류 가방 

stock 주식 (= shares)

profit 이익, 수익

trave agency 여행사 

1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Topaz is a yellowish brown November birthstone. This gemstone 
symbolizes hope, innocence and friendship. Some are brown like 
that of a tiger’s eye, pink like that of a peacock’s eye, green like 
that of a cat’s eye and blue like that of the ocean. Transparent 
yellowish stones used to be called a topaz, but these are very rare 
and precious. People who like this particular stone usually are 
warm-hearted and loving and tend to rain favors on people with 
their gifted ability.

Translation
토파즈는 황갈색의 빛을 띠고 있는 11월의 탄생석이다. 이 보석은 희망과 결

백, 우애를 상징한다. 호랑이의 눈 색과 같은 갈색, 공작의 눈 색과 같은 분홍, 

고양이의 눈 색과 같은 초록, 바다의 색과 같은 파랑색을 띠는 것들도 있다. 

투명한 노란색 돌이면 모두 토파즈라고 불린 적도 있으나, 이 보석은 매우 희

귀하고 값비싸다. 특별히 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

스러운 성격이며, 타고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향이 있다.

Tips & Clue
yellowish 노란색이 도는 

birthstone 탄생석

gemstone 보석의 원석 

symbolize ~을 상징하다 

peacock 공작의 수컷 (↔ peahen 공작의 암컷) 

transparent 투명한 

warm-hearted 마음씨가 따뜻한 

gifted 타고난 재능이 있는, 천부적인 

1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These days, it is recommended for young people to take one 
hour of physical exercise each day and use three times the 
energy than that of resting. But many young students have 
mostly sedentary lifestyles. Time spent in front of television 
and computer screens playing wireless computer games 

has been linked to physical inactivity and obesity. Energy 
consumption when playing active bowling, tennis and boxing 
matches are much higher when compared with sedentary 
gaming. Energy consumption during active computer gaming 
is not intense enough to contribute towards the recommended 
amount of daily physical activity for children.

Translation
요즘 젊은이에게는 매일 한 시간 정도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쉬고 있을 때의 

에너지보다 3배를 소모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많은 어린 학생들은 거

의 앉아서 하는 생활 양식을 취하고 있다. TV를 보거나 무선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보내는 시간은 신체적 비활동이나 비만으로 직결된다. 활동적인 볼

링이나 테니스, 권투 시합을 하느라 소모하는 에너지량은 앉아서 게임을 할 

때 보다 월등히 높다. 활동적인 컴퓨터 게임을 하며 소모하는 에너지량은 아

이들에게 권장되는 하루 활동량에 기여하기에는 강도가 충분치 않다.   

Tips & Clue
sedentary 앉아 있는, 앉아서 일하는

wireless 무선의 

be linked to ~에 연결되다, ~와 관련이 있다 

inactivity 무활동, 비활동성 

obesity 비만

consumption 소모, 소진

intense 격렬한, 강도가 높은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15 문제 유형 : 추론 

Script
Two different companies, selling two different products, 
ultimately experience two different outcomes. As consum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show companies whether we want 
to buy their products. The crux of this is due to demand and 
supply. Therefore, consumers have a choice and companies will 
produce what consumers ‘want’ than ‘need’.

Translation
두 가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두 개의 회사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경험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회사들에 그들의 상품을 구입하길 원

하는지 보여줄 책임이 있다. 이것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바탕을 두

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필

요로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생산할 것이다. 

Tips & Clue
ultimately 궁극적으로

outcome 결과

crux 요점, 급소

16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I’m here to tell you about my vision of the future and to give 
you a chance to invest in a great new product. Imagine that you 
have the flu and go to the doctor’s office. The doctor writes you 
a prescription. Then instead of waiting in line in a pharmacy 
for your medicine, you go to a vending machine, punch in your 
ID number and get your medicine. That’s right – a vending 
machine from which you can get prescription drugs! Getting 
your medicine would be no more difficult than getting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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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cash machine. Don’t let this great business opportunity 
pass you by. Invest in my new machine and be a part of the 
future.

Translation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대단한 

신제품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독감에 걸려

서 병원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의사는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써 줄 겁

니다. 그러면 약을 타기 위해 약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자동판매

기에 가서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고, 여러분의 약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처방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입니다! 약을 받는 게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사업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의 새로운 기계에 투자하셔서 미래의 일원이 되십시오.

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② 상품들을 비평하기 위해서 

③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④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⑤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Tips & Clue
prescription 처방(전)

wait[stand]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pharmacy 약국

vending machine 자동판매기

punch in ~을 입력하다

ID 신분증, 신원을 보증하는 것

pass by ~을 그냥 지나치다 

17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pples are being distributed to a number of students. When 
each student gets 5 apples 7 apples are left. When each student 
gets 6 apples 10 apples are short. How many apples were there 
originally?

Translation
몇 명의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고 있다.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

면 7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모자란다. 원래 사과는 모두 몇 

개가 있었는가?

Tips & Clue
학생수를 x명이라고 하면 5x+7=6x-10 ∴x=17 ∴(사과의 수)=(5×17)+7=92(개)

distribute ~을 분배하다, 나누어주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primary colors of lights are red, blue and green. The 
amplitude of its wavelengths determines the brightness of a 
color. Higher wave amplitudes result in brighter colors. Lower 
amplitudes of a wave result in duller colors. The primary colors 
of paints are red, yellow and blue.

Translation
빛의 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이다. 빛의 파장의 진폭이 색의 밝기를 결정한다. 

파장의 진폭이 높으면 색은 밝아지고, 파장의 진폭이 낮으면 색이 우중충해

진다. 물감의 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다.

Tips & Clue
물감은 빛의 파장과 관계가 없다.

primary color 원색 
amplitude 진폭

wavelength 파장, 주파수 

dull(er) 우중충한, 불분명한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Mr. Kim has fewer than 200 candies. He wants to give each 
student in his class an equal number of candies. If he gives 
each student 2 candies, he will have 70 candies left; if he gives 
4 candies to each student, he will need 10 more sweets.

Translation
김 선생님은 200개보다 적은 사탕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그의 반 학생들

에게 똑같은 개수의 사탕을 나눠주려고 한다. 학생당 2개씩 나눠주면 70개

가 남고,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더 필요하다.

Tips & Clue
S를 학생의 수, N을 사탕의 개수로 가정하면, 2S=N-70 → N=2S+70, 4S=N+10 
→ N =4S-10, 2S+70=4S-10, 2S=80, S=40, N=2S+70, N=150

sweet (과자, 캔디 등) 단것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best for the topic of the passage? 

Translation
자동차가 ‘안전하게’ 개발될수록 운전자들은 더욱 공격적이고 위험해진다. 

운전에 대한 책임감 상실. 이것은 모두 자동차의 신기술에 기인한다. 사람들

이 운전할 때 도달하는 심리적인 ‘위험 수준’이란 것이 있다. 자동차의 소음

이 줄어들면 운전자들은 속력을 올린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면 모퉁이를 돌 때 더욱 미친듯이 운전한다.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

들은 신나겠지만,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영향을 끼친다.   

Q 지문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ips & Clue
aggressive 공격적인

responsibility 책임, 의무 

psychological 심리적인

risk level 위험 수준

go crazy 미치다, ~에 열광하다   

vehicle 차, 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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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4 
Answer Key

01 ⑤ 02 ① 03 ⑤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①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③ 15 ②

16 ② 17 ② 18 ④ 19 ④ 20 ④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9 points shown are equally distanced. How many squares 
can be possibly drawn by connecting these points?

Translation
그려진 9개의 점은 가로, 세로 간격이 일정하다. 이 점들을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몇 개인가?

Tips & Clue
점 4개를 연결한 정사각형은 5개, 점 8개를 연결한 정사각형은 1개이다. 

equally distanced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

square 정사각형

connect 연결하다 

02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How was your weekend?
M	 Same as usual. I slept in and watched TV the rest of the day.  
W	 Did you have a chance to watch the history documentary 

program on KBS on Saturday? It was worth watching.
M	 Yeah, I wanted to watch it, too. But I couldn’t because of 

my mom.
W	 Why do moms get so addicted to the melodramas? I don’t           

understand what’s so fun about watching the repetition of 
similar episodes every time.

M	 Well, some of the episodes are somewhat plausible when 
you watch them every now and then. I don’t think it’s right 
to be so critical. Sometimes, some episodes seem like real 
life in miniature.

Translation
여  주말 어떻게 보냈니? 

남  늘 똑같지 뭐.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TV 봤어. 

여  토요일에 KBS에서 방송한 역사 다큐멘터리 봤니? 볼만하더라고.

남  응, 나도 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

여  엄마들은 왜 그렇게 멜로 드라마를 좋아할까? 매번 비슷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걸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남  음, 가끔 보면 그럴 듯한 에피소드도 있어. 너무 비난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때는 에피소드가 인생의 축소판 같을 때도 있으니까. 

Tips & Clue
Same as usual. 보통 때와 다름 없어. 

sleep in 늦잠 자다 

be worth ~ing ~할 가치가 있다

get addicted 중독되다 

repetition 반복

episode 삽화, 에피소드 

plausible 그럴듯한, 정말 같은

(every) now and then 때때로, 가끔  

critical 비판적인

miniature 소형 모형, 축소물 

03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W	 Hello, how may I help you?
M	 Yes. I’m looking for two shirts. One is going to be a present 

for my friend’s birthday, and the other one will be for my 
father.

W	 What sizes would you like, sir?
M	 They are both about my size.
W	 Then, how about this?
M	 That’s nice! I think my friend will like it. How much is it?
W	 Eight dollars. It’s on sale.
M	 All right. I’ll buy three of them, one for my father, one for 

my friend, and one for me.
W	 These three shirts? Anything else?
M	 No, that’s all.
W	 If you need a bag, it will cost you $1 extra.
M	 OK. I’ll take the bag. Here’s thirty dollars.
W	 Thank you. Here’s your change. Have a good day.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네, 셔츠를 2벌 사려구요. 하나는 제 친구 생일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 아버지 드리려구요. 

여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손님?

남  두 사람 모두 저와 사이즈가 비슷해요.

여  그럼, 이건 어떠세요?

남  좋은데요! 제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요. 얼마죠?

여  8달러입니다. 지금 세일 중이에요.

남  좋아요. 이걸로 3벌 살게요. 아버지 드릴 것 하나, 친구 줄 것 하나, 그

리고 하나는 제 것으로요.

여  이 셔츠 3개요?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남  네, 그게 다입니다.

여  쇼핑백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1달러를 내시면 됩니다.

남  네, 쇼핑백 살게요. 여기 30달러요.

여  감사합니다. 잔돈 여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Tips & Clue
on sale 세일 중인, 할인 판매 중인

cost (비용이) 들다, 필요하다

extra 추가로, 여분으로; 추가의, 여분의

take 사다(= buy); 취하다

change 잔돈, 거스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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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Tom, look out the window. We’re getting our first snow.
M	 Wow, it’s gorgeous. Snow is always beautiful and gives me 

a soft and comfortable feeling. 
W	 I agree. It always makes us feel cozy and relaxing.
M	 Do you want to go see a movie after school? I feel like doing 

something to make it a day to remember.
W	 Slow down, Tom. You’re acting like a dog running around 

being excited about the snow.
M	 Oh, am I? The dogs get excited because they get startled 

every time the snow comes in contact with its body. They 
can’t see the snow because they’re color-blind. But for me, 
I get excited because the snow reminds of a scene from 
movies.

W	 Ha-ha. OK, let’s suppose that’s the case. Why don’t we buy 
some baked sweet potatoes since it’s cold outside rather 
than watching a movie?

M	 I agree. There’s nothing like a baked sweet potato in the 
cold winter weather.

Translation
여  Tom, 창 밖을 봐. 첫눈이 오고 있어.

남  와, 근사하다. 눈은 항상 아름답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여  맞아. 늘 아늑하고 느긋한 느낌을 주지. 

남  방과 후에 영화 보러 갈까? 기억에 남을 날로 만들 만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여  진정해, Tom. 꼭 눈을 보고 흥분해 뛰어다니는 강아지 같아. 

남  내가? 개들은 눈이 몸에 닿을 때마다 놀라서 흥분하는 거야. 개들은 색

맹이라 눈을 볼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눈을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

나서 마음이 설렌 거라고. 

여  하하. 좋아, 그렇다고 치자. 밖이 추우니까 영화 보는 것보다 군고고마

를 사먹는 게 어때? 

남  좋아. 추운 겨울엔 군고구마만한 것이 없지. 

Tips & Clue
gorgeous 아름다운, 근사한

cozy 아늑한

relaxing 긴장을 푸는 

get startled 깜짝 놀라다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color-blind 색맹의 

remind of ~를 떠오르게 하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M	My whole body is aching and I have a runny nose.

② M	Which seats would you like?
	 W	I’d like two seats in the general section, please.

③ W	What are you doing on your computer?
	 M	I’m looking for basketball shoes on the Internet.

④ M		Which room were you talking about on the phone yesterday?
	 W	That room there, beside the bathroom.

⑤ W	Hi, are tickets for the opera still available?
	 M	The card and the coupon cannot be used together.

Translation
① 여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남 온몸이 쑤시고 콧물이 나와요.

② 남 어떤 자리를 원하시나요?

 여 일반석 두 자리 부탁드립니다.

③ 여 컴퓨터로 뭐하고 있니?

 남 인터넷에서 농구화를 찾아보고 있어.

④ 남 어제 전화로 얘기했던 방이 어떤 거니?

 여 욕실 옆에 저 방이야.

⑤ 여 안녕하세요, 오페라 티켓 아직 살 수 있나요?

 남 카드와 쿠폰은 함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Tips & Clue
have a runny nose 콧물이 흐르다

general section 일반석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입수할 수 있는 

coupon 쿠폰, 우대권, 할인권 

0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It’s raining, but I need to get home soon though.
M	 Why don’t you stay a little longer? You could leave when 

the rain stops.
W	 What are we going to do for fun?
M	 I think telling a ghost story is just the fun for a dark and 

drizzling night like tonight.  
W	 Oh, no. I hate that. I can’t even go to the restroom alone 

after listening to a horror story.
M	 I know how you feel. It gives me a sensation that someone 

is about to snatch my hair from the back. It makes my hair 
rise.

W	 I used to have a hard time falling asleep out of fear after 
listening to a ghost story.

M	 You are such a chicken. But you still need to listen to this 
story which will make you remember for a long time.

W	 No thanks. I think I’ll head for home right now. I won’t 
mind walking in the rain.

Translation
여  계속 비가 오네, 금방 집에 가야 하는데.

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비가 그치면 가면 되잖아.  

여  뭘 하고 놀 건데?

남  오늘 밤처럼 이렇게 어둡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는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격이지. 

여  싫어. 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간단 말이야.

남  그 기분 알아. 누군가가 뒤에서 내 머리카락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해. 

여  나는 귀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곤 했어. 

남  너 정말 겁쟁이로구나.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야.

여  괜찮아.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겠다. 비를 맞고 걸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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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drizzle 부슬부슬 내리다 

horror 공포

sensation 감각, 지각; 감동, 흥분

snatch 낚아채다, 잡아당기다

fall asleep 잠이 들다

07 문제 유형 : 장·단점 파악 

Script
W	 Hey! Have you heard that Sarah got a new puppy? It’s very 

cute.
M	 Really? When did she get it?
W	 A month ago.
M	 It must be really cute, if it’s a one-month old puppy.
W	 Jenny told me that the puppy has a nice tan coat, looks very 

healthy and likes outgoing people very much.
M	 Great! I want to see it. Hey, can you ask Sarah to show it to 

me?
W	 Well, I don’t think you can go to her house to see it. When 

Jenny went to Sarah’s house, she was shocked because the 
dog had made the house a mess.

M	 That’s not good.

Translation 
여 Sarah에게 새로 강아지가 생겼다는 얘기 들었니? 너무 귀여워.

남  정말? 언제 태어났는데?

여  한 달 전에.

남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면 정말 귀엽겠다.

여  Jenny 말로는 강아지가 황갈색 털에, 아주 건강해 보이고, 활달한 사

람들을 아주 좋아한대.

남  잘 됐네! 한번 보고 싶다. Sarah한테 강아지 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

고 물어봐 줄래? 

여  글쎄, 강아지 보러 Sarah의 집으로 갈 순 없을 거야. Jenny가 Sarah 

집에 갔었는데, 개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놀랐대.

남  그건 안 좋은데.

Tips & Clue
puppy 강아지 

tan 황갈색의

coat 가죽(= skin); 껍질, 외피

outgoing 외향적인, 활달한

shocked 놀란, 충격을 받은

make ~ a mess ~을 엉망으로 만들다

08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	 That was great. When did you learn to play the violin so 

good? You’re amazing. 
W	 Thanks. I’m not that great though. When I was little my 

instructor at the music institution thought I had a talent for 
it. Well, my mom thought I was a potential genius. She 
pushed me to learn to play. I really hated it at the time.

M	 Your mom must’ve been very strict with you. She made 
you become such a fine performer even though you didn’t 

care for it.  
W	 She felt that everyone should have one special skill. I’m 

sure that I wouldn’t play this well unless she forced me into 
it.

M	 My dad felt the same way as your mom. He also made me 
have a special skill.

W	 And what is that?
M	 It’s the Chinese language. He was working at the China 

branch at the time. He was a man of foresight. Thanks to 
his foresight that made me pass the entrance exam to major 
in Chinese language. 

W	 I respect our parents for their passion for the children’s 
education. I’m really thankful for my mom’s efforts now.

Translation
남  근사했어. 언제 그렇게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운 거야? 대단하다.

여  고마워.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야. 어릴 때 음악 학원 선생님이 내

가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셨대. 음, 어머니는 나한테 천부적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강요하셨지. 

그때는 바이올린이 정말 싫었어. 

남  어머니께서 너한테 매우 엄격하셨나 보다. 너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너를 그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되게 한 걸 보면. 

여  누구든지 특기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강요하지 않았

더라면 이 정도로 잘 켜지 못했을 게 확실해. 

남  우리 아버지도 너희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 나도 한 가지 

특기를 갖도록 하셨지. 

여  어떤 건데?

남  중국어야. 그 당시 중국 지사에서 근무 중이셨는데 앞을 내다보는 능력

이 있으셨던 거지. 아버지 선견지명 덕분에 입학 시험에 통과해 중국어 

전공을 하게 되었어. 

여  자식들 교육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 지금은 우

리 어머니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

Tips & Clue
instructor 교관, 선생

institution 학원, 기관

potential 잠재적인

fine performer 훌륭한 연주자

force someone into 억지로 ~ 시키다, ~을 강요하다 

branch 지점, 나뭇가지

foresight 멀리 보는 것, 선견, 예지

major in ~을 전공하다

09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Did you call me?
M	 Yes. Come in.
W	 Is there a problem with the homework I handed in last 

week?
M	 No, not at all. You’ve done an excellent job.
W	 Thank you, sir.
M	 I called you to talk about the university entrance essay. You 

can choose to take an exam instead of writing an essay. 
Which one would you prefer?

W	 I’d like to write an essa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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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저를 부르셨어요?

남  그래. 들어와라.

여  지난 주에 제가 제출한 과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아니, 전혀. 아주 잘 했더구나.

여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  대학 입학 논술에 관해 얘기하려고 너를 불렀단다. 논술을 쓰는 대신에 

시험 보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단다. 어느 쪽이 좋겠니?

여  전 논술을 쓰고 싶어요.

남     

① 네가 잘 할 거라고 믿는다.

② 네가 결정을 잘못 내린 것 같다.

③ 그럼 내가 너 대신 논술을 써 주마.

④ 둘 다 가질 순 없단다. 

⑤ 난 운에 맡기고 싶지 않구나.

Tips & Clue
hand in 제출하다

essay 소론; 평론; 수필, 에세이

instead of 대신에; ~하지 않고

take chances 모험을 걸다, 요행을 바라다, 운에 맡기다

10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May I help you, sir?
M	 Yes, please. I want to rent a DVD. Could you recommend 

one, please?
W	 Well,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M	 I like action movies.
W	 Really? That’s my favorite, too.
M	 What’s your favorite action movie?
W	 It’s ‘Die Hard’. Have you seen it? It’s one of the best action 

movies I’ve ever seen.
M	 I think I’ve heard of it, but I’ve never seen it. What’s it about?
W	 It’s about a man who undergoes all sorts of hardships to 

save his wife.
M	 That sounds interesting.
W	     

Translation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DVD를 빌리고 싶은데,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여  음,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남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여  정말요? 저도 액션물을 제일 좋아해요.

남  가장 좋아하는 액션 영화가 뭐에요?

여  <다이하드>요. 보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액션 영화 중 하나죠.

남  그 영화 들어본 것 같은데, 보진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여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는 한 남자에 관한 영화예요.

남  재미있겠네요.

여     

① 영화를 보는 안목이 있으시군요.

②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③ 너무 섣불리 그녀의 작품을 평가하지 마세요.

④ 분명히 맘에 들 거예요.

⑤ 제가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면 좋겠네요.

Tips & Clue
recommend 추천하다

undergo 겪다, (시련, 어려움 등을) 경험하다

hardship 고난, 역경

have an eye for ~에 대한 안목이 있다

judge 판단하다, 평가하다

hastily 경솔하게, 섣불리, 급하게

be in someone’s way ~의 앞을 가로막다, ~를 방해하다

11 문제 유형 : 직업 추론 

Script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10th annual ‘Hand-in-Hand 
Show.’ My name is Bill Richards. This year, some of the most 
talented performers and singers will entertain you. So stay 
tuned. Before the show begins, I’d like to introduce the Delta 
Foundation representative, Ms. Joanne Douglas. She works 
hard to increase donations all-year-round. Please welcome, 
Joanne. [Clapping]
Thank you, Bill. Thank you, everyone. Tonight, the Delta 
Foundation will help to raise money for medical research. This 
year your contribution will help in the fight against diseases 
such as cancer. To make a donation, simply phone the number 
that appears at the bottom of your television screen. A volunteer 
will take your call.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Translation
안녕하세요. 제 10회 연례 ‘Hand-in-Hand Sho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Bill Richards입니다. 금년에는 최고의 재능을 갖춘 연예인들과 

가수 분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 드릴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쇼

가 시작되기 전에 델타 재단의 대표이신 Joanne Douglas 님을 소개하겠습

니다. 연중 내내 기부금을 늘리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Joanne를 환영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수갈채]

감사합니다, Bill.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델타 재단은 의료 연

구를 위한 모금에 도움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기부금은 암

과 같은 질병 퇴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를 하시려면 TV 화면 아

래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여러분의 전화를 받

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① 연구원 - 가수

② 연예인 - 연구원 

③ 가수 - 사회자 

④ 모금 담당자 - 연예인 

⑤ 사회자 - 모금 담당자 

Tips & Clue
annual 일 년마다의   

performer 연주자, 연기자, 연예인     

entertain 즐겁게 해주다   

stay tuned 채널[주파수]을 맞춘 채로 있다    

foundation 재단, 협회  

representative 대표(자)     

all year around 일 년 내내 

donation 기부(금)    

contribution 기부(금)        

master of ceremonies 사회자, 진행자(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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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Who is that on your computer screen?
	 M		That’s my friend in Korea. I’m talking to her through the 

Internet.

② M		I’m looking for an apartment with three bedrooms and 
two bathrooms.

	 W		All right. Have a seat, please. I’ll check what I got for 
you.

③ W	What’s wrong with you? You look depressed.
	 M	Don’t worry. They’ll come in no time.

④ M		At the end of the year, there will be a presidential election. 
Will you vote?

	 W	Of course not. We are too young to vote.

⑤ W	How’s it going with your math problems?
	 M	I am just taking a break. They’re giving me a headache.

Translation
① 여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니? 

 남 한국에 있는 내 친구야. 인터넷을 통해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어.

② 남 세 개의 침실과 두 개의 욕실이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여 네. 앉으시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③ 여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남 걱정하지 마. 그들은 금방 올 거야.

④ 남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투표할 거니? 

 여 물론 못해. 우린 투표하기에 너무 어리잖아.

⑤ 여 네 수학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 가니?

 남 잠시 쉬는 중이야. 그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Tips & Clue
in no time 곧, 즉시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

give someone a headache ~를 머리 아프게 하다 

1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Opal is a rainbow-colored October birthstone. Unlike other 
precious stones the colors appear to move and change as the 
angle at which they are seen changes. The more the colors 
change, the more expensive the stone gets. The stone loses its 
brilliance aft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lor changes would 
lessen. This brilliantly colored stone symbolizes great joy. 
People who like this stone are known to be elegant and have a 
positive personality.

Translation
오팔은 무지개 빛을 띠고 있는 10월의 탄생석이다. 다른 보석들과는 다르게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움직이거나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색의 변화가 다양

할 수록 보석의 가격은 비싸진다. 오팔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광채를 잃고, 

색의 변화가 줄어든다. 찬란한 색으로 빛나는 이 보석은 환희를 상징하고, 

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아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Tips & Clue
brilliance 광채, 광택

lessen 작아[적어]지다, 감소하다 

1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The common sense diet plan helps you to eat healthy foods 
that suits your personal and individual needs. It will give you 
a nutritional plan that builds inner health, gives you sustained 
energy and helps you to achieve your optimal weight. We really 
are what we eat. Our nutrition and diet has a huge impact on 
our health, our energy, how we feel, our moods and, of course, 
our weight. So, what is a healthy diet? Well, there is no single 
healthy diet. Everybody is different. A diet that is healthy for 
one person will not work for another.

Translation
상식적인 다이어트 계획은 당신 개인의 필요에 맞는 건강 식품을 섭취하도

록 도와준다. 당신에게 내적인 건강을 위한 영양 공급 방식을 줄 것이며 최

적의 체중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우리가의 섭

취하는 영양분과 음식물은 우리의 건강과 에너지, 느낌, 감정 그리고 물론 

체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 건강 식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다. 사람은 다 특성이 있다. 어떤 사람에겐 좋은 식

품도 딴 사람에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Tips & Clue
nutritional 영양상의

inner health (신체) 내적인 건강 

sustained 지속된, 일관된

optimal 최적의

have a huge impact on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 

15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An avian flu usually breaks out in Asia,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among the birds, but it can also infect humans on 
rare occasions. People get infected when come in direct contact 
with sick birds or a person who’s been infected with the disease 
in which case is very rare. In Indonesia, there’s been a report 
of a person-to-person infection. In Cambodia, the disease was 
spread by man’s own brother. An infection between people 
is more common when two are connected hereditarily. The 
recent case in China falls in the same category. According to 
a research, certain people are genetically susceptive to the 
influenza. In case a mutant virus comes into existence and 
makes people more susceptible to the disease, millions of lives 
can be threatened.

Translation
조류 독감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의 조류 사이에서 보통 발생

하는데, 드물게 인간에게 감염되기도 한다. 인간은 병든 조류나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

우 감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체 간 감염이 보고된 바 있고, 파키스탄에서

는 감염자의 친형에 의해 조류 독감이 퍼졌다. 인체 간 감염은 유전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서 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최근 중국의 경우도 이에 해당

한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조류 독감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돌변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조류 독감의 인체간 감염이 쉬워질 경우 

수백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Tips & Clue
avian flu 조류 독감

break out 발생하다,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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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rare occasions 드문 경우에 

get infected 감염되다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만나다 

hereditarily 조상 대대로, 유전적으로 

genetically 유전학적으로 

influenza 유행성 감기[독감]

mutant virus 변종 바이러스 

come into existence 생기다, 나타나다 

susceptible 영향받기[감염되기] 쉬운

threaten 위협하다 

16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In ancient times, it made perfect sense to equate timekeeping 
with circles. Days and years were similar to traveling around a 
circle because patterns like sunrise, sunset or the seasons would 
recur. Early timekeepers noticed that the pattern of seasons 
we’ve come to know as a year could be broken up into twelve 
comings and goings of the moon. These ‘moon things’ which is 
three to a season, could be broken into roughly thirty comings 
and goings of the sun.

Translation
고대에는 계시를 원과 동일시하는 것이 완벽히 이치에 맞았다. 일출, 일몰, 

계절의 변화와 같은 패턴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날짜와 햇수는 원을 도는 것

과 흡사했다. 초기의 계시원들은 우리가 1년이라고 알고 있는 계절의 패턴이 

달이 12번 뜨고 지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한 계절에 

세 번 있는 이러한 ‘달의 현상’은 대략 해가 30번 뜨고 지는 것으로 나뉘어 

질 수 있었다.  

Tips & Clue
ancient 고대의

make sense 이치에 맞다

equate ~을 동일시 하다 

timekeeping 계시(計時)

recur 되풀이되다 

timekeeper 계시원, 시간 지킴이

be broken up into ~로 나뉘다 

roughly 대충, 대략 

17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Good afternoon, students. Summer vac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I would suggest that you do something valuable and 
meaningful. The farmers in this area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I would like each of you to consider volunteering some 
of your time to help them and yourselves by strengthening your 
minds and bodies. I think I am asking a great deal from you, 
by suggesting that you give up your vacation time. However, 
having the opportunity to work on a farm may give you a 
greater sense of community and help you appreciate how hard 
our local farmers work.

Translation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농민

들은 일 년 중 이맘때 대단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시간을 내어 그분

들을 도와주고 스스로의 심신도 단련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고려해 보길 바

랍니다. 여러분들의 방학 시간을 포기하라고 제안함으로써 여러분께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여러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 농민들의 노동이 얼마

나 힘든 일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ps & Clue
around the corner 임박한, 다가온   

valuable 소중한, 귀중한  

meaningful 의미있는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strengthen 강화하다  

sense of community 공동체 의식   

appreciate 이해하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Charles has a square garden in front of his house. The length 
of each side of the garden is A meters. There is a sidewalk of 
uniform width of 1.5 meters around the garden. He plans to 
build a fence around the outside of the sidewalk.

Translation
Charles는 그의 집 앞에 정사각형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 그 정원의 각 변

의 길이는 A 미터이다. 정원의 둘레에 균일한 1.5 미터 폭의 인도가 있다. 

그는 인도 바깥 둘레에 담장을 세우려고 한다. 

Tips & Clue
인도 바깥쪽의 한 변의 길이는 A+(2×1.5)=A+3, 따라서 전체 둘레는 4×(A+3) 

=4a+12이다. 

uniform 균일한, 똑같은

width 가로, 너비

side walk 인도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In one school, the number of students is 420 this year, which is 
a 5% increase from last year. What was the number of students 
last year?

Translation
한 학교의 금년도 학생의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한 420명이다. 작년의 학

생 수는 몇 명인가? 

Tips & Clue
작년의 학생 수를 x로 놓고 식을 세우면, (1+0.05)x=420 ∴ x=400
increase 증가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is not true about forests?

Translation 
거대한 숲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숲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난방을 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제공한다. 숲은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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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이다. 많은 도시 사람들에게 숲은 휴양지의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숲에서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잠

을 잘 수 있다. 하지만 숲이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숲의 

나뭇잎들이 공기를 맑게 해 준다는 것이다. 더러운 공기는 세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숲이 없다면,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Q 지문에 따르면, 숲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Tips & Clue
forest 숲, 삼림

heating 난방 (장치)

vacation 휴가(방학), 휴일 

breathe 호흡하다

get worse 악화되다 

TEST 05 
Answer Key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① 07 ② 08 ④ 09 ④ 10 ②

11 ① 12 ③ 13 ③ 14 ④ 15 ②

16 ⑤ 17 ① 18 ② 19 ① 20 ④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cross section of a heart is shown. Which part of the organ 
receives blood after it circulates the body?

Translation
그림은 심장의 단면도이다. 온몸을 순환한 후 혈액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Tips & Clue
심장의 구조 (2심방 2심실)

심방: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는 곳

ⓒ 좌심방: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이 들어 오는 곳

ⓓ 우심방: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실: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내보내는 곳

ⓐ 좌심실: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

ⓑ 우심실: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

cross section 단면도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Teacher, I’m ready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a college. Which school would you recommend? 
M	 You were taking the science track, weren’t you? What do 

you want to major in?
W	 I would like to study medicine to be a doctor. My parents 

are encouraging me to do so. 
M	 Let’s see. You scored pretty high in the achievement tests. 

I think you have a pretty good chance. By the way, are you 
aware that the new education system will move the medical 
degree in undergraduate courses to medical graduate 
school?  

W	 Yes. That’s why I wanted to consult with you again. It’s 
somewhat confusing.

M	 I had a chance to talk to another student who wanted to 
go to medical school also. He’ll choose a major among 
Biology, Chemistry or Genetic Engineering.  

W	 Was there any reason for it?
M	 Yes. Biology and Chemistry exams are required for the 

entrance exam after you complete two years of undergraduate 
studies. 

W	 I understand. Well, I should take it under consideration 
when choosing my major.

Translation
여  선생님, 저 대학 입학 원서를 접수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남  너는 이과였지, 그렇지? 어떤 것을 전공으로 삼고 싶니?

여  저는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격

려하고 계시고요. 

남  어디 보자. 모의고사 성적도 꽤 잘 나왔으니, 합격할 가능성이 큰 것 같

구나. 그런데 교육 제도가 새로 생겨서 의대 학부제가 의학 대학원제로 

바뀌는 것을 알고 있니? 

여  네, 그래서 다시 상담하려 했던 거예요. 좀 혼란스러워요. 

남  의대에 가길 원하는 다른 학생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생

물학과나 화학과, 생명공학과 중 하나를 전공할 거라더라. 

여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남  응. 학부 2년을 마치고 의대 대학원 입학시험을 칠 때, 생물이랑 화학이 

필수 과목이거든. 

여  알겠어요. 그럼 저도 전공을 선택할 때 그 점을 고려해야겠네요. 

Tips & Clue
submit ~을 제출하다; ~에 복종하다(submit to) 

application 지원서

admission 허가

encourage 격려하다 

achievement 업적, 성적

undergraduate course 학부 과정 

graduate school 대학원 

consult with ~와 상담하다 

confusing 혼란스러운 

genetic engineering 생명 공학

under consideration 고려[생각] 중인  

03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W	 Hello. ABC Service Center. How can I help you?
M	 Hello, this is Tommy Wilson.
W	 In apartment 334?
M	 No, in 433.
W	 Oh, that’s right. What can I do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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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ere’s a problem with my TV screen. When I turn it on, I 
don’t get a clear image.

W	 OK. I’ll get someone to look at it right away.
M	 Thanks a lot.
W	 OK. See you later.
M	 See you later.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ABC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Tommy Wilson입니다.

여  아파트 334호인가요?

남  아뇨, 433호입니다.

여  아,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남  TV 화면에 이상이 있어서요. TV를 켜면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요.

여  알겠습니다. 당장 살펴보도록 사람을 보낼게요.

남  감사합니다.

여  네, 안녕히 계세요.

남  나중에 뵐게요. 

Tips & Clue
turn on (전기, 전기 제품 등을) 켜다

right away 지금 당장, 즉시

04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M	 I’m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ve won a scholarship. A 

sponsor decided to endow a scholarship fund and you were 
picked as the first recipient.

W	 Is that right? I’m deeply appreciative of your support. I 
heard that the sponsor is the old lady who owns a small 
shop in front of the campus. Am I right?

M	 You’re right. She runs a small noodle place. I think she’s     
been there for over twenty years.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her. I thought she was a lady of sincerity and integrity.

W	 It must have been hard to give willingly such hard-earned 
money.

M	 It was a matter of great regret for her not being able to 
receive proper education because her family was so poor 
when she was young. It’s the reason why she wanted to 
spend her lifetime savings on something valuable and 
meaningful such as donating it to a scholarship fund. 

W	 I feel that we all should follow her example. I’ll study as 
hard as I can to return her kindness.

Translation 
남  자네가 장학금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게 되어 기쁘군. 한 후원

자께서 장학 기금을 수여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네가 첫 번째 수여자로 

뽑힌 거라네.

여  정말인가요?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후원자께서는 학교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남  그렇다네. 작은 국수집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셨을 거

야. 한 번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었지. 

여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  그분이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

었던 것이 큰 한으로 남아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장학 기금에 기부

하는 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으셨던 거야.   

여  우리 모두 그분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친절함에 보답할 수 있도

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① 실망한 

② 경의를 표하는

③ 불안한 

④ 짜증난

⑤ 불만족스러운  

Tips & Clue
win a scholarship 장학금을 받다 

sponsor 후원자, 독지가, 기부자 

endow ~을 수여하다, 주다

recipient 수여자, 받는 사람

deeply 깊이, 매우 

appreciative 감사하는 

sincerity 성실, 진실

integrity 정직, 완전무결

willingly 기꺼이

donating 기부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Are you sure that this is the right way to the station?
	 M	Yes, we’ll be there without any problem.

② M		I accidentally locked the car door with the keys still inside.
	 W	Don’t you have any spare keys in the house?

③ W		I’m moving to a new apartment next week, and I’d like 
to know the price.

	 M		It depends on the type of service. Do you want us to look 
around to check?

④ M		I’m a little bit hungry. Why don’t we grab something to 
eat?

	 W		Sorry, but I have no appetite because I have a math test 
this afternoon.

⑤ W	Why isn’t there a bus we want? 
	 M	Look at the time. I’m going to miss my bus.

Translation
① 여 확실히 이 길이 역으로 가는 길 맞아?

 남 맞아, 문제없이 역에 도착할 거야.

② 남 실수로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그고 말았어.

 여 집에 여분으로 둔 열쇠가 없니? 

③ 여 다음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을 알고 싶어요.

 남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둘러보고 확인해 드릴까요?

④ 남 배가 좀 고픈데. 뭔가 간단히 먹으러 갈래?

 여 미안한데, 오늘 오후에 수학 시험이 있어서 식욕이 없어.

⑤ 여 우리가 타려는 버스는 왜 없는 거야?

 남 시간을 좀 봐. 버스를 놓치겠어.

Tips & Clue
accidentally 사고로, 우연히

spare key 여분의 열쇠 

have no appetite 식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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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	 Well, let’s get going if we are all ready. I think it’s best to 

dress lightly when traveling. We also should pack lightly.
W	 Well, what’s this trip to Sokcho all about, out of the blue? 

You haven’t mentioned a word about it up until yesterday. 
Sometimes it’s very hard to figure you out.  

M	 When you are so occupied with work you sometimes 
lose your sense of time. I’d love to take a break to go see 
mountains and oceans, and see my friend. Doesn’t it sound 
great?

W	 Well, I’m also excited about it. But I have a feeling that 
you’re more excited about seeing your friend in Sokcho 
than anything else.   

M	 Oh, that’s not true.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us together. 
By the way, please don’t forget to pack his present.

W	 Don’t worry. That was the first thing I packed. You carry 
this large suitcase and I’ll take care of the other one. It 
almost feels like going on a second honeymoon.

Translation
남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출발하죠. 여행갈 때는 간편하게 옷을 입고 짐도 

가볍게 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  흠, 뜬금없이 속초 여행이 다 뭐예요? 어제까지 여행에 대해서는 한마

디도 안 했잖아요. 가끔은 당신을 모르겠다니까요.   

남  일 하는데 너무 여념이 없다 보면 가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잠

시 쉬면서 산과 바다도 보고, 그리고 친구도 보고 싶어요. 좋지 않나요? 

여  저도 기대돼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것보다 속초에 있는 당신 친구 볼 

생각에 더 들떠 있는 것 같네요. 

남  그렇지 않아. 그 친구도 우리가 함께 가면 기뻐할 거야. 참, 그 친구 선

물 챙기는 것 잊지 말아요.   

여  걱정 말아요. 제일 먼저 챙겨 두었어요. 이 큰 가방은 당신이 맡고, 저는 

다른 가방을 들게요. 꼭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도 가는 기분이네요. 

Tips & Clue
out of the blue 뜬금없이

figure out ~을 계산하다; ~을 이해하다 

be occupied with ~로 바쁘다, 여념이 없다 

delighted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suitcase 여행 가방

07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W	 I don’t think you are suffering from simple indigestion 

because the medication you’ve been taking doesn’t seem to 
be working. I think we should run more tests.

M	 Well, it seems to make me feel a little bit better when I take 
the medication. I’m so afraid to be diagnosed as having 
cancer. 

W	 We still need to do a thorough physical exam on you.
M	 They tested my blood, urine and my internal organ with the 

endoscope at the hospital last year during a routine physical 
exam. Everything turned out to be normal.

W	 Sometimes, these things are hard to identify accurately. I’ll 
give you another prescription.  Anyway, tell me more about 

the symptoms.
M	 My stomache feels heavy. Sometimes my lower stomach 

aches. Also diarrhea and constipation alternate.    
W	 Try staying away from salty or spicy food. You should also 

eat regularly. Avoid overeating. Get a hobby or two to reduce 
stress.

M	 I’ll be back if this medication doesn’t work.

Translation
여	 	복용해 온 약이 효과가 없는 걸 보면 단순한 소화 불량은 아닌 것 같네요. 

검사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남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암이라고 진단 받을까 겁이 나요. 

여	 그래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남	 	작년 정기 검진 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위 내시경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여	 	가끔 이런 증상은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죠. 다른 처방전을 드릴게요. 

아무튼 증상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세요. 

남	 	위가 더부룩해요. 가끔씩은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생

기고요.  

여	 	짜거나 매운 음식을 피하시고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과

식은 하지 마시구요. 취미 활동을 한두 가지 하셔서 스트레스를 줄이셔

야 합니다. 

남	 이 약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Tips & Clue
indigestion 소화 불량

diagnose 진단하다

thorough 철저한 

urine 소변

internal organ 내장 기관

endoscope 내시경

turn out 결국은 ~임이 밝혀지다 

accurately 정확하게 

diarrhea 설사 

constipation 변비

alternate 번갈아 일어나다, 교대하다 

overeating 과식 

08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Excuse me, sir. How can I get to Staten Island?
M	 Oh, I am on my way there, too.
W	 Very good. How long will it take from here?
M	 It’s my first visit too. But my guess is that it will take about 

half an hour from here.
W	 Well, how do you know the island?
M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Staten Island에는 어떻게 가야 하죠?

남 아, 저도 그 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여 잘 됐네요. 여기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남 저도 처음 가는 거지만, 여기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 그런데 그 섬은 어떻게 아셨어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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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② 저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③ 저만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④ 안내 책자에서 읽었어요. 

⑤ 다시 찾아 오고 싶습니다. 

Tips & Clue
get to ~에 도달하다, 닿다(= reach)

on one’s way to ~로 가는 도중의, 가는 길에

My guess is ~. 내 짐작으로는 ~이다. 

09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hat are you looking at?
M	 The sky. It’s getting cloudy.
W	 Is it going to rain today?
M	 I hope not. I have to go to the store to buy groceries.
W	 Why don’t you go to the store tomorrow?
M	 No, I have to go now. I have to get some food for dinner.
W	 Is there nothing to eat for dinner?
M	 Nothing. I haven’t been to the store for a week.
W	 Don’t worry about cooking dinner.
M	 Why not?
W	                                           

Translation
여  무엇을 보고 있니?

남  하늘. 점점 구름이 끼고 있네.

여  오늘 비가 올 것 같니? 

남  안 왔으면 좋겠어. 식료품을 사러 상점에 가야 하거든.

여  내일 상점에 가지 그래?

남  안 돼, 지금 가야 해. 저녁 때 먹을 음식을 사야 한단 말이야.

여  저녁으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남  아무것도 없어. 일주일 동안 장을 보러 가지 않았거든.

여  저녁 요리할 걱정은 하지 마.

남 왜?

여                                    

① 비가 오지 않을 거야.

② 난 먹지 않을 거야.

③ 고맙지만, 배불러.

④ 배달을 시키면 돼.

⑤ 마음껏 먹어. 

Tips & Clue
look at ~를 쳐다보다, 바라보다

cloudy 흐린, 구름이 많은  

grocery 식료품

worry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속태우다

help oneself 마음대로 먹다 

10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hat seems to be bothering you?

W	 Well, I get this headache every time I strain myself.
M	 Let’s take a look. Well, it looks like a tension headache. 

A tension headache can be caused by subconscious and 
continuous stress tensing neck and head muscle and 
suppressing blood vessels nearby.

W	 Well, I thought the high blood pressure was the cause of it.
M	 Well, your blood pressure is normal. You can take a pain 

killer or a sedative for temporary relief, however, it may 
develop into a chronic headache. 

W	 You mean I shouldn’t totally depend on medication?
M	 Right. A shy person or a person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should make an attempt to change their 
personality while taking the medication. Most of the 
diseases are caused by stress.

W	     

Translation
남  어디가 불편한 것 같으세요? 

여  음, 신경을 쓸 때마다 이런 두통이 생겨요. 

남  한 번 보죠. 음, 긴장성 두통 같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잠재의식적으로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목과 머리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근처 혈관을 압박

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여  저는 고혈압이 두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  혈압은 정상이시네요. 진통제나 진정제를 먹으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

만 만성 두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여  전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남  그럼요. 내성적이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약을 복용하는 것과 동시

에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니까요.  

여                

① 다른 검사들을 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② 때로는 마음먹기에 따라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③ 혈압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④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⑤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Tips & Clue
strain 긴장하다, 조이다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continuous 지속적인 

suppress 억누르다, 진압하다  

blood vessel 혈관

nearby 근처의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pain killer 진통제

sedative 진정제

temporary relief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 

chronic 만성적인, 장기간에 걸친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감 

make an attempt to ~하려는 노력을 하다 

11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I have a problem with my schedule this weekend. 
W	 What’s the problem? 
M	 All my friends are going fishing and I really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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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m. 
W	 So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M	 Could you work for me this Saturday? If you do, I’ll work 

for you sometime next week. 
W	 Well, I’m planning to spend this weekend studying and 

practicing driving. I also want to spend time with my 
boyfriend. 

M	 You see your boyfriend at the book club every week, don’t 
you? 

W	 Yes, but I really want to see him more often.
M	 Please! I really need your help. 
W	 Okay. I’ll work for you this time, but you owe me! 
M	 Thank you so much!

Translation
남  이번 주말 스케줄에 문제가 있어.

여  뭐가 문제인데?

남  내 친구 모두가 낚시를 가는데, 나도 정말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어.

여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데?

남  이번 토요일에 나 대신 일해 줄 수 있니? 그렇게 해주면 다음 주 언젠

가 너 대신 일해 줄게.

여  글쎄, 이번 주말은 공부하고 운전 연습을 하면서 보낼 예정인데. 또 남

자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남  남자 친구는 매주 독서 클럽에서 만나잖아?

여  그래, 하지만 그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남  제발!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여  좋아. 이번엔 대신 일해 줄게. 하지만 너 나한테 빚진 거야.

남  정말 고마워!

Tips & Clue
spend+시간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owe (~에게) …를 빚지다, 은혜를 입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long did it take to learn how to drive?
	 W		About two months. It took just a week to pass the written 

test, but longer to prepare for the driving test.

② W	I want to read something interesting like a love story.
	 M		We have a large collection of them.

③ M		Have you been working out? You look like you’ve lost a 
little weight.

	 W	I started working in a recording studio.

④ W		I made a reservation for next Sunday’s show. Could I 
possibly change my reservation?

	 M	May I ask which show you reserved?

⑤ M	What are you doing this holiday?
	 W	I don’t have any plans right now, but I just want to rest.

Translation
① 남 운전을 배우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여  두 달 정도요. 필기 시험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주행 시험 준비하

는 게 오래 걸렸어요.

② 여 연애 소설처럼 재미있는 것을 읽고 싶어요.

 남 저희는 많은 종류의 연애 소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남 너 운동했니? 살이 좀 빠진 것처럼 보여.

 여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④ 여 다음 주 일요일 공연을 예약했는데요, 예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남 어느 공연을 예약하셨나요?

⑤ 남 이번 휴일에 뭘 할 거니?

 여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지만, 그냥 쉬고 싶어.

Tips & Clue
written test 필기 시험 

driving test 주행 시험

collection 수집, 소장품 

work out ~를 성취하다; (문제를) 풀다; 운동하다 

13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I wish someone would standardize chargers for electronic 
devices. I have a different charger for every gadget. What’s 
worse is when I get a new game machine, iPod or other devices. 
I get a new charger and the old one usually becomes useless.     
I have a box full of wires and I have to untangle them every 
time I want to charge something. Every outlet in my house is 
taken by some chargers sticking out of it. 

Translation
나는 누군가가 전자 제품의 충전기들을 규격화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각각

의 전자 기기마다 다른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새 게임기나 iPod 

등을 살 때마다 새로운 충전기가 따라와서 옛날 것들은 보통 쓸모가 없어지

게 된다. 충전기 전선들로 가득한 상자가 있어서 어떤 물건을 충전하려고 할 

때마다 얽힌 선들을 풀어야 한다. 집안의 모든 콘센트에는 여러 종류의 충전

기가 꽂혀져 있다. 

① 무선 충전기

②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자 기기들

③ 모든 전자 기기를 위해 통합된 충전기

④ 집안에 콘센트 추가

⑤ 태양열로 작동하는 전자 기기

Tips & Clue
standardize 규격화하다 

charger 충전기

electronic device 전자 기기[장치]

gadget 장치, 도구 

useless 쓸모 없는 

wire 철사, (금속의) 선, 전선 

untangle (얽힌 것을) 풀다, 끄르다 

outlet  콘센트, 전기의 코드 구멍

stick out 돌출하다, 불쑥 나오다(of, from)

14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hot now, but won’t exist in 10 
years? We can’t see newspapers going anywhere. We read the 
news on the Internet day in and day out. The invention of the 
light bulb didn’t end the sale of candles. We see newspapers 
becoming a luxury item as candles are now. We can come up 
with several other things such as photo albums and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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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s. Car manufacturers are developing humanoid robots, and 
are coming closer to the ‘cyborg’ clones we see in the science 
fiction movies like ‘I-Robot’. In ten years, we can picture these 
robots replacing autoworkers, groundkeepers and most manual 
laborers.

Translation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 10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는 신문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본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는다. 전구의 발명이 양초의 판매를 중지시키지는 않았다. 우리는 

신문이 오늘날의 양초와 같이 사치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본다. 사진 앨범

이나 레코드 가게와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 자동차 생산 회사들이 인

간에 가까운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서 아이로봇과 같은 공상 과학 영화에 나

오는 인조 인간을 만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10년 후에는, 이러한 로봇들

이 자동차 기술자들, 정원사들, 그리고 대부분의 육체 노동자들을 대신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Tips & Clue
day in and day out 날이면 날마다

light bulb 전구 

come up with ~을 제안하다, ~가 떠오르다 

manufacturer 제조 업자, 제조 회사 

humanoid robot 인간에 가까운 로봇

cyborg clone 인조인간 

picture 마음에 그리다, 상상하다(= envision)

replace ~을 대신하다

autoworker 자동차 제조(공장) 노동자

groundkeeper (공원, 토지 따위의) 관리인, 정비원 

manual laborer 육체 노동자

15 문제 유형 : 내용 파악 

Script
This gem is known as a birthstone for June. It is found in the 
mollusk shells. It symbolizes health and a long life. This gem 
is regarded as the queen of the gems while the diamond is 
regarded as the king of the gems. The expression comes from 
constant affections for the gem by men and women of all ages 
since the 3rd century B.C. It is usually spherical in shape. The 
larger the gem is, the more valuable it gets. They are either 
found in nature or grown in fisheries. People who like this gem 
are known to bear a character of being feminine, sensitive and 
charming.

Translation
6월의 탄생석으로 알려진 이 보석은 조개껍질에서 발견되며,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왕이라면, 이 보석은 보석의 여왕이라고 여

겨진다. 이러한 표현은 기원전 3세기 이래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

랑을 받고 있는 데서 유래했다. 이 보석은 보통 둥근 모양이고, 보석의 크기

가 클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자연산과 양식산이 있다. 이 보석을 좋아하는 사

람들은 여성스럽고, 민감하며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Tips & Clue
mollusk 연체 동물; 패류, 갑각류의 동물 

be regarded as ~로 여겨진다 

constant 지속적인

affection 애정 

spherical 구형의 

fishery 어장, 양식장 

feminine 여자의, 여자다운  

1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India, the mother country of Mahatma Gandhi, has been a 
colony of Great Britain since long before he was born. Gandhi 
carried on a nonviolent independence movement to make 
British realize on their own that India has been wronged by 
them. Gandhi learned the importance of nonviolence from his 
father. When he was a young boy he sometimes ate beef which 
is strictly forbidden in Hinduism. He even stole money from 
others. One day he wrote a letter to his father confessing the 
sins he had committed and begged for forgiveness. His father 
was moved to tears and forgave his sins. Gandhi learned the 
power of love through the tears of his father. This incident 
influenced Gandhi to establish a spiritual foundation of his 
doctrine of nonviolence.

Translation
마하트마 간디의 조국 인도는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습

니다. 간디는 영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인도에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폭력 독립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간디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비폭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간디는 힌두교에서 엄격하게 금

하고 있는 쇠고기를 먹기도 했고, 심지어는 남의 돈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디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

를 빌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

습니다. 간디는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 사랑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이 사건

은 훗날 그의 비폭력 주의의 정신적인 근간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ips & Clue
colony 식민지 

carry on 계속하다, 속행하다   

nonviolent independence movement 비폭력 독립 운동 

wrong ~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다

strictly 엄격하게 

forbid ~을 금하다 

confess 고백하다, 자백하다 

sin 죄 
commit (죄, 과실 따위를) 범하다

beg for forgiveness 용서를 빌다 

be moved to tears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incident 사건 

spiritual 정신적인, 영혼의  

doctrine (정책상의) 주의; (종교상의) 교리

17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One morning a poor young man went to a bakery and asked for 
some bread. The baker knew the young man had no money, so 
she told him that if he came and helped her bake, she would 
give him some bread. This went on for three years. One day, the 
baker told the young man that she was now too old to run the 
bakery. She would give the bakery to the young man if he made 
one promise: the young man must teach a poor person how to 
make bread and give the bakery to him one day. With tears of 
joy in his eyes, what do you thin k the young man would have 
said?

Translation
어느 날 아침, 한 가난한 젊은이가 빵집으로 가서 빵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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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주인은 그 젊은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가게에 와서 그

녀가 빵 만드는 것을 도와주면 빵을 주겠노라고 말했다. 이는 삼년 동안 계

속되었다.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젊은이에게 자기는 너무 늙어서 더는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면 그 젊은이

에게 빵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그가 가난한 한 사람에게 빵 만드

는 법을 가르쳐서 언젠가 그에게 빵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쁨의 눈

물을 글썽이며 이 젊은이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은가? 

Tips & Clue
bakery 빵집 

go on 지속되다  

run 경영하다, 운영하다

make a promise 약속하다 

with tears of joy in one’s eyes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person’s weight on the moon varies directly with their weight 
on Earth. A person who weighs 90 kilograms on earth weighs 
15 kilograms on the moon. If a person weighs 72kg on earth, 
how much will he or she weigh on the moon? 

Translation
달에서의 사람의 무게는 전적으로 지구에서의 무게에 따라 변한다. 지구에

서 90kg이 나가는 사람은 달에서 15kg이 나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구

에서 72kg이 나간다면 달에서 그 사람의 무게는 얼마인가?

Tips & Clue
k=30/180=1/6, 1/6=m/72 ∴m=12

vary 다르다, 바뀌다 

directly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weigh 무게가 ~이다[나가다]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admission fee at a museum is $1 for children and $5 for 
adults. On a certain day, 1,000 people enter the museum and 
$1,500 was collected.  
Q	 How many children visited the museum on that day?

Translation
한 박물관의 입장료는 어린이가 1달러, 어른은 5달러이다. 어느 날 1,000명

이 박물관에 입장했고, 1,500달러가 입장료로 걷혔다.

Q 이 날 몇 명의 어린이가 박물관에 입장했나?

Tips & Clue
어린이의 수: x, 어른의 수: y라고 하면, x+y=1000 → y=1000-x, x+5y=1500 (총 

입장료), x+5(1000-x)=1500, x+5000-5x=1500, -4x=-3500, x=875

admission fee 입장료

collect 모으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at does the word underlined stand for in the passage?

Translation
미래에 이것이 또 어떤 편의를 제공할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알람 시계, 계산기, 메모장, 달력, MP3 플레이어로 쓰이며,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접속, 통신에 사용되는 것 외에 위치 추적 기능

을 가지고 있다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한 번씩은 이것을 분

실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전기나 보

안 시설을 켜 준다던가 추운 겨울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걸어줄 수 있다면 

역시 근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언젠가 설거지를 해줄 정도로 똑똑해

질지도 모릅니다. 

Q 지문에서 밑줄 친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① GPS ② 로봇  ③ 노트북 컴퓨터

④ 휴대 전화  ⑤ 원격 조종기

Tips & Clue
calculator 계산기 

texting 문자 메시지 보내기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 

communication 통신

tracking 위치 추적 

function 기능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전(全)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TEST 06 
Answer Key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①

06 ② 07 ② 08 ②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④ 18 ② 19 ③ 20 ②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rectangular paper is folded along segment AB as shown. If  
∠ABC=65 degrees, what is the measurement of ∠x?

Translation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선분 AB를 따라 접었다. ABC의 각이 

65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Tips & Clue

그림에서 ∠ABC=∠DAB(엇각) … ⓐ, ∠CAB=∠BAD … ⓑ 

ⓐ, ⓑ에서 ∠CAB=∠ABC=65° ∴∠x=180°-(65°+65°)=50°

fold 접다 

segment 단편, 조각; (직선의)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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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M	 Hi, Erica. Won’t you like to go hiking in the mountain?     

It’s been a while. I know you’ve been stressed out studying 
lately.

W	 You know that you’re distracting me from study. I’m trying 
to focus on it because of the exams. Normally, I’d be out 
doing something rather than sitting behind the desk.    

M	 Well, just sitting behind the desk and forcing yourself to 
studying won’t do you any good. Come on. Let’s go hiking 
rather than being stressed out.     

W	 I don’t think hiking would get rid of this stress. I’d rather 
take a short nap after a while rather than being distracted 
like going hiking.  

M	 You won’t be able to concentrate when too many things are 
on your mind. You should refresh yourself once in a while.

W	 Well, you talked me into it. I’ll hold you responsible if I 
don’t do well on the tests.

Translation
남  Erica, 오랜만에 등산가지 않을래? 너 요새 공부하느라 무척 스트레스 

받았잖아.  

여  나 공부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거 알지? 시험 때문에 집중하려고 하잖아. 

보통 때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뭘 하는 걸 좋아하긴 해.

남  책상에 앉아서 억지로 공부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지 말고 등산이나 가자. 

여  등산 간다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지 않아. 등산 가서 마음 흐트러지느

니 조금 있다가 낮잠이나 잠깐 자는 게 낫겠어.  

남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면 집중을 할 수 없어. 가끔씩은 기분 전환도 해줘

야 한다고. 

여  음, 그래 네가 이겼다. 시험 잘 못보면 네가 책임져야 해.

Tips & Clue
stressed out 스트레스로 지친 

distract 흐트러트리다

force ~하도록 강요하다 

do good 효력이 있다, 도움이 되다 

get rid of ~을 제거하다 

take a nap 낮잠자다 

concentrate 집중하다

refresh 상쾌하게 하다

once in a while 때때로, 이따금 

talk ~ into … ~를 설득하여 …하다

hold someone responsible (for)  ~에게 책임을 지우다 

03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You haven’t been yourself for the past few days. Is anything 

wrong?
M	 Well, as a matter of fact, I’ve been complaining about my 

parents.
W	 Oh? What’s it all about?
W	 Well, to make a long story short, my parents want me to 

live at home while I’m attending college.
W	 What do you want to do instead?

M	 I’d rather live in a dorm on campus.
W	 Do they feel strongly about your living at home?
M	 Yes, I feel just as strongly about it.
W	     

Translation
여  지난 며칠 동안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문제라도 있니?

남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투덜거렸어.

여  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남  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가서도 집에서 같이 살

기를 바라셔. 

여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남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어.

여  부모님이 네가 집에서 사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니?

남  응, 난 기숙사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여                

① 너는 정말 성실하구나.

② 세상에 부모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어.

③ 너는 바보야.

④ 난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야.

⑤ 네 방을 보러 가도 되니?

Tips & Clue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complain 불평하다, 투덜대다

What’s it all about? 그게 다 무슨 말이야?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히 말하면(= in brief; in short)

dorm 기숙사(= dormitory)

feel strongly about ~를 강렬히[간절히] 원하다

just as (~만큼) 똑같이, 그만큼

04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M How may I help you?
W Are all these items on sale now?
M No, ma’am. Only the winter clothes are on sale. 
W How much is this red coat?
M It’s 200,000 won with a 20% discount.
W What about this blue wool turtleneck?
M It’s 100,000 won with a 50% discount.
W I’ll take both. Would you please wrap them for me?
M Would you be charging it to your credit card?
W No, I’ll pay cash.
M Thank you. I’ll be right back.

Translation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이 물건들 다 지금 세일 중인가요? 

남 아니요, 겨울 상품만 세일 중입니다. 

여 이 빨간 코트는 얼마인가요?

남 20% 할인해서 20만원입니다.

여 이 파란 모직 터틀넥 스웨터는요?

남 50% 할인해서 10만원입니다.

여 둘 다 살게요. 포장해주실 수 있나요? 

남 신용 카드로 계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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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뇨,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Tips & Clue
코트 20만원과 터틀넥 10만원은 이미 할인이 된 가격이다. 20만원×1.25=25만원, 

10만원×2=20만원

turtleneck 자라목깃, 터틀넥

wrap 싸다, 포장하다 

charge 요금을 부과하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Would you like to have something to drink while you 
wait?

 M I’d better wait.

② M Have you thought about private tutoring?
 W No, but that is a good recommendation.

③ M  Mr. Kent, I wonder if you could tell me the way to the 
nearest fitness center.

 W Well, I’m not sure I can vaguely remember.

④ M Mind if I use your computer a second?
 W Not at all. Here you go.

⑤ M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Chrysler building?
 W Pardon me?

Translation
① 여 기다리시는 동안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남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② 남 개인 지도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 아니요, 하지만 좋은 추천이네요.

③ 여 Mr. Kent. 가장 가까운 헬스클럽에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나요?

 남 글쎄요, 희미하게 기억이 나서 확실하지가 않네요.  

④ 남 잠시 네 컴퓨터 좀 써도 될까?

 여 물론이지. 자.

⑤ 여 크라이슬러 빌딩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시겠어요? 

 남 뭐라고요? 

Tips & Clue
private tutoring 개인 교습

fitness center 헬스클럽 

recommendation 추천

vaguely 희미하게 

Mind if I ~? 제가 ~해도 될까요? 

06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1  Wow. Long time no see. I thought I ran into some super 

model. You look great.
W2  Thank you. I have a blind date today. I thought I’ll dress up 

for the occasion. 
W1  Have you ever thought about including me in the blind date 

sometimes?
W2  Don’t be so jealous. I’ve already mentioned your name to 

my friend who planned the whole thing. It’ll be a double 
date tonight.

W1  Serious? Do you think I can look forward to meeting a nice 
guy? We all know that a blind date often turns out to be 
disappointing. I know I shouldn’t expect too much.

W2 I have a hunch that I am going to meet Mr. Right this time.

Translation
여1 우와, 오랜만이야. 웬 슈퍼 모델을 만났나 했어. 근사해 보인다.  

여2 고마워. 오늘 소개팅이 있거든. 소개팅 때문에 좀 차려입었어. 

여1 가끔은 나도 소개팅에 끼워줄 생각은 안 해봤니? 

여2  너무 질투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에게 네 이름을 이

야기 해 놨어. 오늘 밤엔 더블 데이트가 될 거야.

여1  정말이야? 근사한 남자를 만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니? 사실 소개팅은 실

망스러운 경우가 많잖아.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야겠어.   

여2 이번에는 내 이상형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Tips & Clue
run into 우연히 ~을 만나다 

blind bate 소개팅

dress up 옷을 차려입다 

occasion 경우, 상황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have a hunch 예감이 들다

Mr. Right 이상형의 남자

07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Excuse me. Is that your bicycle over there?
M	 Yes. Is there a problem with it?
W	 Yes. You’ve parked your bicycle in my parking space. 

Could you park your bicycle some place else?
M	 Park my bicycle some place else?
W	 Yes. I hate to bother you, but I can’t park my car.
M	 Oh! I didn’t know I was blocking your parking space. I’m 

sorry.
W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저기 있는 게 당신의 자전거인가요?

남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여  네. 제 주차 공간에 자전거를 대 놓으셨더군요. 자전거를 다른 곳에 대 

주시겠어요?

남  제 자전거를 다른 곳에 대라구요?

여  네.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차를 댈 수가 없어서요.

남  아! 제가 당신의 주차 공간을 막고 있는 줄 몰랐네요. 미안해요.

여                                             

① 저는 좋아요.

② 괜찮습니다.

③ 우리는 공통점이 많군요.

④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⑤ 천만에요.

Tips & Clue
park 주차하다, 대기시키다

bother 귀찮게 하다; 귀찮게 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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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막다, 봉쇄하다; 방해하다

in common 공동으로, 공통으로; 보통의

Don’t mention it. 천만에요, 별말씀을요.

08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Didn’t you ask Emma to be here by 6 o’clock?
W	 Yes. What time is it now?
M	 It’s already 6:30. She’s never on time.
W	 She might have forgotten. Why don’t I call and see if she’s 

on her way?
M	 Yes, please do. I’m sick of waiting for her all the time.
W	 She is not answering her phone, so I guess she must have 

left already.
M	 I don’t think so. She must have simply forgotten about our 

meeting like she always does.
W	 No, she couldn’t have forgotten it. I talked to her about it 

last night.
M	     

Translation 
남 Emma에게 6시까지 여기로 오라고 했어?

여  응. 지금 몇 시야?

남  벌써 6시 30분이야. 걔는 시간에 맞춰 오는 법이 없다니까.

여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내가 전화해서 오고 있는 중인지 알아볼까?

남  그래, 그렇게 해. 만날 걔 기다리는 데 진력이 났어.

여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이미 출발했나 보다. 

남  아닐 걸. 늘 그러듯이 단지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걸 잊어버린 걸 거야. 

여  아냐, 잊었을 리가 없어. 내가 어제 저녁에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남    

① 이번엔 정말이야.

② 글쎄, 두고 보자구.

③ 내가 뭐랬어?

④ 한 번 시도해 보지 그래?

⑤ 네 일이나 신경 써.

Tips & Clue
on time 시간에 맞게; 정각에

sick of ~에 진력이 난, ~에 질린

all the time 그동안 줄곧, 내내

mean it 진심을 말하다, 농담하는 게 아니다

wait and see 두고 보다, 관망하다

09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Do you really like to study fine arts?
M	 I’m sorry mom, but painting is my most favorite thing.        

I know I don’t have an aptitude for medical science.
W	 You know that you can always paint as a hobby. You’re the 

only son I’ve got. I think a man should be full of ambition.  
M	 Well, this is my life. I just want to live my life.
W	 Regardless of how you feel, I have to tell you that I’m 

against it.

M	 Mom, please be more understanding. Please let me do what 
I’d really like to do in life.    

W	 Well, let’s take more time to think it over.
M	 Yes, I’ll think about it very seriously. But it won’t be easy 

for me to change my mind.

Translation
여 정말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니? 

남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의학에는 소

질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여  그림은 언제나 취미로 그릴 수 있잖니.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남자는 야망이 커야 한다고 생각해. 

남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  네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는 네가 그림 공부하는 것은 반대야.  

남  엄마, 좀 더 이해해 주세요. 제 인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  음,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

남  네, 저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기는 쉽

지 않을 거예요. 

Tips & Clue
fine art 미술 

have an aptitude for ~에 소질[재능]이 있다 

ambition 야망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와 상관없이 

against ~에 반대하는 

10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Did you play football yesterday?
M	 Well, not really. I am not interested in playing football on 

hot days.
W	 To each his own. So, what’s your hobby?
M	 My hobby is fishing.
W	 Really? I like it, too.
M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to surf instead of surfing the 

net?
W	 I like surfing too, not on the net though.
M	 That’s what I really want to do.

Translation 
여  어제 축구했니?

남  음, 안 했어. 더운 날에 축구하는 걸 안 좋아해서.

여  취향은 제각각이니까. 그럼 네 취미는 뭐야?

남  내 취미는 낚시야.

여  정말? 나도 낚시하는 것 좋아하는데.

남  인터넷 서핑 대신 바닷가에 서핑히러 가는 게 어때? 

여  나도 서핑 좋아해. 인터넷 서핑 말고.

남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Tips & Clue
to each one’s own 사람마다 취향이 제각각이다

instead of ~대신에, ~하지 않고

surf 서핑하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net 통신망,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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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M	 	Hi. I was just walking by and I noticed the sign you have in 

front of your classroom. Are you having a sale? 
W	 Yes, our art class is selling some pottery to buy new 

materials.
M	 That’s a great idea. This vase is nice. How much is it?
W	 It’s $30.
M	 How about these four cups?
W	 They’re $5 each.
M	 Umm... I’d really love to buy them. Could you lower the 

price a little?
W	 Sure. I’ll take 10% off the total price if you buy all four.
M	 That sounds good. I’ll take them. Do you have change for a 

$20 bill?
W	 No problem. Here you go.
M	 Thanks.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강의실 앞에 있는 안내판을 보게 되었어요. 무

슨 판매를 하나요?

여  네, 저희 미술반은 새로운 재료를 사려고 도기를 좀 팔고 있어요.

남  좋은 생각이군요. 이 꽃병은 멋진데요. 얼마죠?

여  30달러입니다.

남  이 네 개의 컵은 얼마죠?

여  개당 5달러입니다.

남  음... 정말 사고 싶네요. 가격을 조금 깎아주실 수 있나요?

여  그러죠. 네 개를 모두 사시면 총액에서 10%를 깎아드릴게요.

남  좋아요. 네 개를 사겠습니다. 20달러 지폐를 내면 거스름돈이 있나요?

여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남  고맙습니다.

Tips & Clue
꽃병은 개당 5달러×4개=20달러, 20달러×90%=18달러, 20달러 지폐에 대한 

거스름돈 20달러-18달러=2달러

notice 발견하다, 알아채다   

pottery 도기(류)   

material 재료  

lower 낮추다, 깎다  

take off (가격을) 깎다, 할인하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t looks like you’ve got a new hairstyle.
 W Yes, I have. I was tired of having the same style.

② W Let me introduce my brother, Alex.
 M I’ve been waiting so long to meet you.

③ M Have you met Kelvin King?
 W Yes, we are in the same English class.

④ W Hi, I’m Eun-hee. Aren’t you David, Min-son’s friend?
 M Yes, that’s fine with me.

⑤ M How are you and your friend Andy getting along?
 W It’s going good as usual.

Translation
① 남 머리 스타일을 새로 한 것 같은데.

 여 응. 매일 같은 스타일인 것이 지겨워서.

② 여 내 동생 Alex를 소개할게.

 남 오래 전부터 만나길 기다렸어. 

③ 남 Kelvin King을 만난 적 있었니?

 여 응, 같은 영어 수업을 듣고 있어.

④ 여 안녕, 난 은희야. 너는 민선이 친구 David 아니니?

 남 응. 나는 괜찮아.

⑤ 남 네 친구 Andy랑은 잘 지내고 있니?

 여 언제나처럼 잘 지내. 

Tips & Clue
get along 살아가다, 잘 지내다 

as usual 늘 그렇듯이, 언제나처럼 

13 문제 유형 : 추론 

Script
Hi.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public advertisement. Please 
think more about your driving habits when you drive. Some 
drivers are putting other people in danger. Some drivers simply 
drive too fast. These drivers don’t slow down at crosswalks 
even if they come to traffic lights. They don’t abide by the 
traffic lights. All this threatens the safety of those who walk.

Translation  
안녕하세요. 이 공익 광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의 운

전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

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몇몇 운전자들은 단순히 너무 빨리 달립니다. 이러

한 운전자들은 심지어 신호등이 있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습

니다. 그들은 교통 신호도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ips & Clue
public advertisement 공익 광고

driving habit 운전 습관

put ~ in danger ~를 위험에 빠뜨리다

slow down 속도를 줄이다, 감속하다 (↔ speed up 가속하다)

crosswalk 횡단보도

traffic light 신호등

abide by 고수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threaten 위협하다, 협박하다

1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Amethyst is a birthstone for February symbolizing sincerity and 
peace of mind. Its color varies from very light violet to purple. 
This used to be so precious in the 18th century in Europe that 
only the noble families were able to possess it. Since they have 
been extracted in quantity in places like Brazil it’s losing its 
scarcity value. The purple amethysts that are found in Korea are 
considered the finest in the world. People who like an amethyst 
usually are faithful, independent and self-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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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자수정은 진실함과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는 2월의 탄생석이다. 이 보석의 

색은 매우 옅은 보라색부터 자주색까지 다양하다. 18세기 유럽에서는 귀족

들의 전유물이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보석이었으나, 브라질 등지에서 대량

으로 채취되어 그 희소성이 감소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자주색 자수

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수정을 좋아하는 사

람들은 보통 성실하고, 독립적이며, 자립심이 강하다. 

Tips & Clue
sincerity 성실, 진실, 정직 

noble 귀족의, 고귀한 

possess 소유하다 

extract ~을 뽑다, 짜내다, 추출하다 

quantity 양 (↔ quality 질)

scarcity value 희소가치, 희소성 

self-supporting 자활[자립]하는 

15 문제 유형 : 추론 

Script
Imagine an observer outside a black hole watching someone 
wearing a clock moving into the black hole. You know that the 
outside observer will see the clock moving slower and slower 
as the person approaches the black hole. Of course, after the 
person passes the event horizon, he will lose contact with the 
rest of the universe. You know that the person will still be able 
to see you as he is entering the black hole. How will the person 
in the black hole see the observer? Since the person inside the 
black hole perceives time to be slowing down, he must see your 
time speed up. Consequently, he will see you age very fast. 
Does this also mean that he is actually seeing into the future?

Translation
블랙홀 밖에서 시계를 차고 있는 어떤 사람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바깥의 관측자는 그 사람이 블랙홀에 접근할 

수록 시계가 더욱 천천히 가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블랙홀 가장자리를 통과한 후에는 나머지 우주와 접촉이 끊길 것이

다. 그 사람은 블랙홀에 들어가면서도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블랙홀 안

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관측자를 볼 수 있나? 블랙홀 안에 있는 그 사람

은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이 빨라진다고 볼 게 분

명하다. 결과적으로 그는 당신이 아주 빨리 늙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그

가 실제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Tips & Clue
observer 관찰자

approach 다가가다, 접근하다 

event horizon 사상(事象)의 지평선, 블랙홀 가장자리

lose contact with ~와 접촉이 끊기다

perceive ~을 지각하다, 인지하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ge 나이가 들다

1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People have been playing football for over 3,000 years. 
Nobody can tell where it was played for the first time. There 
is evidence that it was played in China, Rome and Greece. But 

the birthplace of modern soccer is Britain. In 1815, the famous 
English School, Eaton College, established a set of rules. 
The Football Association was founded in 1863. In the 1880s 
students at Oxford University created a slang word for the word 
‘association’. They shortened it to ‘soc’ and added ‘er’. So the 
word soccer was created.

Translation
인간은 3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구를 해 왔다. 처음 어디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중국, 로마, 그리스에서 축구를 했다는 증

거가 있지만, 현대 축구의 발생지는 영국이다. 1815년 영국의 유명한 학교

인 이튼 대학에서 일련의 축구 규칙을 만들었다. 축구 협회는 1863년에 설

립되었고, 1880년대에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association’이라는 단어

의 속어를 만들어냈는데, ‘soc’라고 줄인 다음 ‘er’을 붙여서 soccer라는 단

어가 탄생되었다. 

① 현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② 3천 년 전에 사람들은 축구를 했다.   

③ soccer라는 명칭은 축구 협회가 설립되기 직전에 지어졌다. 

④ 현대 축구의 최초의 규칙은 이튼 대학에 의해 만들어졌다.

⑤ 수천 년 전 동양에서도 축구를 했다. 

Tips & Clue
evidence 증거, 근거 

birthplace 출생지; 발상지, 근원

slang 속어, 슬랭 

shorten  ~을 짧게 하다, 축소하다 

17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Painting restorers are highly trained in their techniques, but 
they would have to be the original painter to know exactly what 
to do with the work at hand. Technical aspects of the work, such 
as dirt removal, are quite straightforward. What is important is 
to bring a painting back to an artist’s original intent. In order to 
do so, they have to decide if they should add something to the 
painting or leave it as it is. They admi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etermine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retouched. “Our 
goal is to respect the artist’s intent, but at the same time to 
make it visually coherent work of art,” says Michael Duffy of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Translation
그림 복원 기술자들은 고도의 기술로 훈련되어 있지만, 눈앞의 작품을 가지

고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작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의 

기술적인 면들, 예를 들어 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은 꽤 간단하다. 중요한 것

은 그림을 예술가의 원래 의도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무언가를 첨가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림 복원 

기술자들은 어떤 것을 손을 대고 또 어떤 것을 손대지 않을지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고백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술가의 의도를 존중하되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일치하는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지요.”라고 뉴욕 현대 미

술관의 Michael Duffy는 말한다.

Tips & Clue
restorer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사람  

at hand 가까이에  

aspect 양상, 국면     

removal 제거

straightforward 간단한, 수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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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 의지, 의향, 취지

as it is 그대로 

extremely 극도로, 몹시

retouch (그림 등을) 수정하다, 손질하다 

visually 시각적으로

coherent 응집성의, 긴밀히 결부된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In light of rapid advancement of Internet and mass media 
related technologies, the publication of related books, known 
as a traditionally information medium, appears to be on the 
increase side by side. In spite of this phenomenon, however, 
the role of books as information medium has been lessened, 
relatively speaking. The majority of people spend more time in 
front of the TV than reading newspapers or books. Furthermore, 
people prefer to use e-mail than writing a letter on paper.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quite predictable that a traditional book 
will be replaced by electronic mass media in the near future and 
reduced to an antique medium of information.

Translation
인터넷과 매스 미디어와 연관된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정보 매체인 관련 서적의 발간도 나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보 매체로서의 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

어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보다 TV 앞에서 더 많

은 시간을 보낸다. 게다가 종이에 편지를 쓰는 것보다 이메일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책은 머지않아 전자 대중 매체로 

대체되어 구식 정보 매체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 

Tips & Clue
in light of ~에 비추어, ~을 고려하여 

advancement 발전 

mass media 대충 매체 (medium의 복수형 media)

side by side 나란히, 막상막하로 

phenomenon 현상, 사건

lessen 작아[적어]지다, 감소하다 

relatively speaking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majority 대부분, 대다수 

predictable 예측[예상]할 수 있는 

antique 골동품의, 구식의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5 printing machines take 6 hours to print newspapers. If only 3 
of them are used, how long would it take for the same job?

Translation
5대의 인쇄기가 신문을 인쇄하려면 6시간이 걸린다. 만일 3대의 인쇄기만

을 사용한다면, 같은 작업을 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Tips & Clue
3대의 인쇄기가 신문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h라고 하면 5대×6=3대×h, 

30=3h ∴h=10시간

printing machine 인쇄기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as the total mass of the 

mixture when he was finished?

Translation
Mr. Johnson은 32g의 설탕에 26g의 소금을 첨가했다. 그리고 소금과 설

탕을 합친 무게의 반 만큼의 모래를 더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 

Q 지문에 따르면, 작업이 다 끝났을 때 혼합물의 총 중량은?

Tips & Clue
(26+32)+0.5(26+32)=87g

mass 양, 크기

mixture 혼합물 

TEST 07 
Answer Key

01 ④ 02 ① 03 ⑤ 04 ① 05 ⑤

06 ⑤ 07 ④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④

16 ③ 17 ③ 18 ④ 19 ② 20 ②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What information can be found by examining the shown graph?

Translation
다음 그래프를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① 인구 밀도

② 인구의 증감

③ 인구의 이동

④ 연령별 인구 구성

⑤ 산업별 인구 구성

Tips & Clue
examine 조사하다, 검사하다 

02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This place is really nice and cozy. How does it feel to move 

into a new place?
M	 My parents are excited about it. But I don’t particularly 

care for it. My room is smaller than the previous place. 
W	 That might be the case, but the view and the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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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much nicer here.
M	 I agree on that, but I also miss my school friends.
W	 I can understand how you feel. You could always see them 

once in a while though. Wow, is that your new computer? 
M	 Yeah, my dad bought it for me. He bought me this brand 

new computer to encourage me to study hard at the new 
school.

W	 Good for you! Well, I don’t see you studying with it, but I 
do see you playing games and surfing the Internet.

M	 Well, you’re right. I’m trying to control myself.

Translation
여  집이 정말 좋고 아늑하다. 새집에 이사 온 기분이 어때?

남  부모님은 좋아하시는데, 나는 특별히 좋지는 않아. 예전 방보다 작아졌

거든. 

여  그렇기는 하지만, 전망이나 주변 환경은 훨씬 여기가 좋잖아. 

남  그건 그런데 학교 친구들도 보고 싶어. 

여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그래도 가끔씩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 와, 새로 

산 컴퓨터니?  

남  응, 아빠가 사주셨어. 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신상품 컴퓨터를 

사주셨지. 

여  좋겠다! 그런데 컴퓨터로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랑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것 같은데?  

남  들켰네.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야. 

Tips & Clue
particularly 특별히 
care for 좋아하다 

previous 이전의

That might be the case. 그럴 수도 있겠다. 

neighborhood 근처, 부근; 이웃

once in a while 때때로, 가끔씩 

brand new 아주 새로운, 신품의 

control oneself 자제하다 

03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Good news. I’ve found a winter job.
M	 That’s great. Is it an interesting job?
W	 Yes. I’m going to be working as a reporter at Mjazz music 

magazine, and I’ll get to travel to France for a month. 
Doesn’t that sound cool?

M	 It sure does!
W	 So, have you found anything?
M	 Nothing yet, but I saw some employment ads on the bulletin 

board at the cafeteria. One is to work as a part-time tutor 
while the other is to type documents.

W	 I think tutoring sounds more interesting than typing 
documents.

M	 Yeah,    

Translation 
여  좋은 소식이 있어. 나 겨울에 할 일을 구했어.

남  잘 됐다. 재미있는 일이야?

여  응. Mjazz 음악 잡지에서 기자로 일하게 되어서, 한 달 동안 프랑스로 

출장을 갈 거야. 멋지지 않아?

남  정말!

여  그래, 넌 뭐 좀 찾았니?

남  아직은 없지만, 구내 식당 게시판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어. 하나는 시

간제 강사 자리고, 다른 하나는 문서 타이핑하는 일이야.

여  강사 일이 문서 타이핑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다.

남  응,          

① 요즘은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워.

② 아직도 사람을 구하고 있니?

③ 난 월급쟁이야.

④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⑤ 전에 가르치는 일을 해봐서 쉬울 것 같아. 

Tips & Clue
employment 일자리, 직업; 고용, 사용

ad 광고 (advertisement의 줄임말)

bulletin board 게시판, 광고판

part-time 시간제의, 시간제로 일하는

tutor 가정교사, 강사

come by ~을 얻다, 입수하다 (= obtain, acquire)

opening 취직자리, 공석 

salaried 급료를 월 1회 받는, 월급을 받는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그만 하자. 

04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Did you get a promotion or an increase in salary?
M	 Of course not.
W	 You have never received a raise nor a promotion since you 

started working at that company.
M	 I know. I can’t complain though. As you know, we’re in a 

serious depression.
W	 How can you afford to live life with such a low salary?
M	 That’s why I want to change jobs. I’ve already applied to 

several firms. It was a hard decision.
W	 Wherever you work, take care of yourself.
M	     

Translation 
여  승진했니? 아니면 봉급이 인상 되었어?

남  물론 아니지.

여  네가 그 회사에서 일한 이후로 한 번도 봉급 인상이나 승진 혜택을 못 

받았잖아.

남  알아. 그래도 불만은 없어. 너도 알다시피, 지금 심각한 불경기잖아.

여  그렇게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남  그래서 직업을 바꾸려는 거야. 이미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 

여  어디에서 일하든, 네 건강 조심해.

남                

① 노력할게, 고마워! 

② 추천장 가지고 있는 것 있니?

③ 누가 책임자야?

④ 아직 일자리가 비어 있니? 

⑤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것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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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get a promotion 승진하다

raise 임금 인상 (= increase in salary)

depression 침체, 불경기, 불황; 우울증

can afford to (시간상, 금전상) ~할 형편이 되다

firm 상사, 상회, 회사 (= company)

Take care of yourself. 몸 조심해. 

recommendation 추천(장)

in charge ~을 맡은, 담당인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You look upset. Is anything wrong?
 W Actually yes. I’m in trouble with the math test.

② W  I’m sorry to see you go, but good luck with your new 
school.

 M Thanks, I’ll e-mail you soon.

③ M It was very kind of you to take me home.
 W You’re welcome. I enjoyed your company.

④ W  It is a day to go outside, do outdoor activities and enjoy 
the sun.

 M Are you saying to go for a walk?

⑤ M I appreciate your help with solving the math problem.
 W I’d like to.

Translation
① 남 너 언짢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여 응, 사실 수학 테스트 때문에 문제야. 

② 여 네가 떠나서 서운하지만, 새 학교 생활에 행운을 빌게.

 남 고마워, 곧 이메일 보낼게.

③ 남 집까지 데려다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여 천만에요. 같이 오게 되어서 즐거웠어요.

④ 여 밖으로 나가 야외 활동을 하며 햇볕을 즐기고 싶은 날이네.

 남 산책하러 나가자는 말이야?

⑤ 남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

 여 그렇게 하고 싶어.

Tips & Clue
be in trouble 곤경에 빠져 있다 

company 동석, 동행, 동반

outdoor activity 야외 활동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0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W	 It’s been over two years already. It seems like yesterday 

when I was trying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M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Korea when you first got 
here?

W	 I was so surprised to see the rows of apartment buildings 
and the streets filled with so many cars. I was also so 

impressed by the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s in Seoul. 
M	 What were some of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by 

Koreans?
W	 Well, they were amazed to see me speak Korean. They all 

asked me where I learned the language. They also were 
curious about what brought me to Korea. I sometimes got 
shocked when asked how old I was.  

M	 I can understand how you felt. It is not very unusual to ask 
someone’s age in Korea. It’s a way of showing interest to 
the friend. Don’t be offended by it. They don’t mean to be 
rude.  

W	 That makes me feel better. I’m sure that they meant well.

Translation
남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나요?

여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처음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첫인상은 어땠나요? 

여  쭉 늘어선 아파트들과 수많은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서울에 있는 전통 한옥들도 인상적이었고요.   

남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  글쎄요, 제가 한국말을 하는 걸 보면 놀라더라구요. 모두들 한국말을 어

디에서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또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도 궁

금해 했어요. 가끔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서 충격을 받았죠. 

남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겠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흔하죠. 친

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법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례하

게 굴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  기분이 한결 낫네요. 물론 선의로 그랬을 거예요.  

Tips & Clue
first impression 첫인상

row 줄, 열 

impressed 감동해서, 감명받아서 

frequently asked question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unusual 보통이 아닌, 이상한 

offended 기분이 상한, 불쾌한 

rude 무례한, 예의없는

07 문제 유형 : 태도 파악 

Script
W	 	The younger generation have a tendency to discard anything 

that’s old.
M	 According to last night’s news many used clothes are found 

in the fitting rooms everyday. 
W	 They also find shoes that are still in pretty good shape in 

the restrooms. The management office collects them and 
send the used clothes and shoes to an orphanage or needy 
neighbors.

Translation
여 젊은 세대들은 낡은 것은 다 버리는 경향이 있어. 

남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매일 탈의실에서 입던 옷들이 발견된다고 하

더라. 

여  아직 멀쩡한 구두가 화장실에서 발견되기도 해. 관리사무소에서 이 옷

들과 구두들을 모아서 고아원이나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내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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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have a tendency to ~하는 경향이 있다 

discard 버리다

fitting room 탈의실

orphanage 고아원

needy neighbor 불우 이웃

08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Good evening, Susan. How are you these days?
W	 Fine, thanks.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to you though.
M	 What do you want to say?
W	 I’m sorry, but our company has gone bankrupt. We have to 

reduce our staff.
M	 I don’t quite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W	 Please be prepared to move to another branch.
M	 So, you mean I’m being transferred?
W	 Well, you should probably get yourself prepared for it.
M	 Oh, I am very sorry to hear that.
W	 I tried my best to save this branch, but the competition was 

too fierce.
M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Susan.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여  잘 지내요, 고마워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네요.

남  무슨 말인데요?

여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직원을 줄여야만 해요.

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  다른 지점으로 옮길 준비를 하세요.

남  그럼 제가 전근 가게 된 건가요?

여  음, 전근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거예요.

남  오, 정말 유감이네요.

여  우리 지점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남                

①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구!

② 음, 이건 불공평해요. 

③ 채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④ 어떤 업종에 종사하세요?

⑤ 저는 실직했어요.

Tips & Clue
go bankrupt 파산하다, 문을 닫다

branch 지점, 지부

transfer 전근 보내다, 전학 보내다; 전달하다, 나르다

competition 경쟁; 시합, 대회

fierce 치열한, 혹독한

unfair 불공평한 

out of work 실직 상태에 있는 (= unemployed)

09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i, John. This is Jenny.

M	 Oh, hi, Jenny. What’s up?
W	 Nothing much. I am just preparing for tomorrow’s economics 

seminar. Would you mind if I borrowed your notebook?
M	 Not at all, but the batteries are dead, so you’ll need to get 

some for your presentation.
W	 OK, I will get some this afternoon after I finish typing the 

document for the seminar.
M	 I might go out soon, so could you come to my house before 

I leave?
W	     

Translation 
여  안녕, John. 나 Jenny야.

남  어, 안녕, Jenny. 무슨 일이야?

여  별일 아냐. 그냥 내일 경제학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네 노트북 컴퓨

터 좀 빌려도 될까?

남  그럼, 그런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발표에 쓰려면 배터리를 좀 사야 해.

여  알았어, 세미나에 쓸 문서 작성하는 거 마치고 오늘 오후에 살게.

남  나 곧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올래? 

여               

① 나는 타이핑 잘 못 쳐. 

② 나는 그 문서들이 필요하지 않아.

③ 이틀 동안.

④ 물론이지. 몇 시에 들를까?

⑤ 비용을 분담하자.

Tips & Clue
economics 경제학 

dead 다 쓴 

presentation 발표, 표시; 제출

drop[stop] by 잠깐 들르다[방문하다]

spilt up 나누다(= divide up; separate), 분담하다

10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Hello, Jeju Lotte Hotel. May I help you? 
M	 I’m thinking about making a reservation. Do you have 

Ondol room available?
W	 Yes, we have two types of Ondol rooms. Deluxe Ondol 

room is 180,000 won a day. King Ondol is even larger in 
size and you can divide up the room using a partition.

M	 What’s the rate for the King Ondol?  
W	 It’s 230,000 won per day, sir.
M	 Does it include complimentary breakfast?
W	 I’m sorry, but it does not. But the hotel guests get a 10% 

discount at all the restaurants.
M	 Do you charge extra if we have kids?
W	 For the Ondol rooms, the rates are the same up to five people 

per room.
M	 OK. I’ll take one King Ondol.

Translation
여  제주 롯데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예약을 할까 하는데요. 이용 가능한 온돌방이 있나요?  

여  네, 저희 호텔에는 두 종류의 온돌방이 있습니다. 디럭스 온돌은 1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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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이고, 킹 온돌은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칸막이를 사용해 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남  킹 온돌 가격은 얼마인가요?

여  1박에 23만원입니다. 

남  가격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  죄송합니다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텔 투숙객들께는 호

텔 내 모든 식당에서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남  아이가 있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여  온돌방은 다섯 분까지 요금이 동일합니다. 

남  좋아요. 킹 온돌방 하나를 예약할게요.

Tips & Clue
divide up ~을 나누다 

partition 분할, 칸막이

complimentary 무료의, 우대의

extra 덧붙여서, 추가의 

11 문제 유형 : 할 일 추론 

Script
W	 Hello.
M	 Hi, Cindy. Why weren’t you at school today?
W	 I have food poisoning.  
M	 I’m sorry to hear that. Have you seen a doctor?
W	 Yes, I have. I’m getting better now.
M	 Still, take care of yourself.
W	 Okay. By the way, were there any assignments in class 

today? 
M	 Assignments? Don’t worry about assignments. 
W	 Well, you know me. I just don’t want to miss anything. 

That’s all.
M	 Okay. We didn’t get any homework in history or English.
W	 How about biology? Our biology teacher always gives us 

homework. 
M	 True, but I don’t remember what it is. Hold on a second.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남  안녕, Cindy. 오늘 왜 학교에 안 왔니? 

여  식중독에 걸렸어. 

남  유감이구나. 병원에는 가봤니? 

여  응, 다녀왔어.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남  그래도, 여전히 몸조리 잘 해야 해.

여  그래. 그런데, 오늘 수업 시간에 숙제가 있었니? 

남  숙제라고? 숙제 걱정은 하지 마. 

여  음, 너도 나를 알잖아.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게 전부야. 

남  좋아. 역사와 영어 시간에 숙제는 없었어.

여  생물 시간에는? 생물 선생님께서는 항상 숙제를 내 주시잖아. 

남  맞아, 그런데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기다려.

① 여자에게 꽃을 보내는 것

② 숙제를 확인하는 것

③ 의사의 전화번호를 찾는 것 

④ 자신의 어머니에게 식중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⑤ 여자가 역사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Tips & Clue
food poisoning 식중독

assignment 숙제 

biology 생물학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Hey! What a surprise to see you here!
 M It was nothing. That’s my pleasure.

② M You saved us a lot of time and money. Thanks again.
 W It was the least I could do for you.

③ W Tom, make sure we get to the airport on time.
 M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it.

④ M Do you have bigger sizes in this style?
 W No, but we have a bigger size in another style.

⑤ W  I can’t believe you forgot about preparing for your 
presentation.

 M I’m sorry. It slipped my mind.

Translation
① 여 와,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남 별것도 아닌데 뭐. 기꺼이 한 일이야.

② 남 넌 우리의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해 줬어. 다시 한번 고마워.

 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③ 여 Tom, 우리는 제시간에 공항에 도착해야만 해.

 남 걱정할 필요 없어.

④ 남 이 스타일로 좀 더 큰 사이즈 있나요?

 여 아뇨, 다른 스타일로 큰 사이즈는 있어요.

⑤ 여 네가 발표 준비를 잊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남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Tips & Clue
presentation 발표 

slip one’s mind 잊어버리다, 생각나지 않다 

1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the sky at night? Can you 
see a dog or a bear? Can you see a horse with wings? Long 
ago, people looked at the sky and saw stars and planets. But 
they knew nothing about them. Some people thought the stars 
drew pictures in the sky. They gave them names. In those 
days, people thought stars told their fate. Later, people used 
telescopes to look at the stars. The telescopes helped them learn 
more about the stars. They learned that the stars did not tell 
one’s fate or one’s fortune. Instead, learning more about stars 
has helped mankind in many ways. It helped people invent a 
modern calendar and forecast the weather. We are still learning 
about the stars. What we learn today may help you travel to 
another planet in the future.

Translation
밤하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개나 곰이 보이나요? 날개 달린 말

이 보이십니까? 오래전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과 행성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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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죠. 몇몇 사람들은 별들이 하

늘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에게 이름을 지

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별이 그들의 운명을 말해 준다고 생각했

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망원경을 써서 별을 관찰했습니다. 망원경은 사람들

에게 별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별이 사람의 숙명이

나 운명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여러 방면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식 달력을 발명

하고 일기예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별에 대해 배우

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미래에 다른 행성으로 여행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Tips & Clue
fate 운명, 숙명 

telescope 망원경

fortune 부, 재산; 운; 운명 

mankind 인류; 인간, 사람 

forecast ~을 예상하다, 예측하다 

14 문제 유형 : 교훈 추론 

Script
An old man at the point of death gathered his sons around 
him to give them a word of advice. He ordered his servant 
to bring in a bundle of wooden sticks, and told his first son: 
“Try breaking it in half.” The son tried and tried as hard as he 
can. But in spite of all his efforts, he was unable to break the 
bundle. The rest of the sons also tried, but none of them were 
successful. “Untie the bundle,” said the father, “Each one of 
you try to break it one at a time.” When they had done so, the 
stick was broken in half with ease. “You should have learned a 
lesson from this,” said their father.

Translation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몇 마디 충고를 하기 위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하인에게 나무 막대 한 다발을 가져오게 해서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이

것을 반으로 부러뜨려 보거라.” 아들은 있는 힘껏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다발을 부러뜨릴 수 없었다. 다른 아들들도 시도했으나 아무도 성공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다발을 풀어서 너희 각자가 한 번에 하나씩 부러뜨

려 보거라.”라고 말했다.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막대기는 쉽게 반으로 부

러졌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① 하나의 결점을 자랑하면, 다른 결점도 드러난다.

② 때로는 양보가 성공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③ 협력하면 강력해진다.

④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⑤ 항상 최선을 다해라.

Tips & Clue
at the point of death 죽음을 앞둔 

gather 모으다, 긁어 모으다 

servant 하인

bundle 꾸러미, 다발

untie 풀다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with ease 용이하게, 쉽게 

brag upon ~을 자랑하다, 뽐내다 

defect 결점 
betray 배신하다; 드러나다 

yield 산출하다; 양보하다 

union 결합, 합동, 합병 

make hay 건초를 만들다 

15 문제 유형 : 내용 파악 

Script
This jewel is famous for being the jewel of the jewels and is 
a birthstone for the month of April. It is a mineral form of the 
carbon element. It is the hardest natural mineral found on earth. 
Extraction of this jewel is extremely difficult. In order to obtain 
a carat of this jewel 250 tons of rocks need to be unearthed. 
This difficult process makes the stone more precious. From 
ancient times this precious stone has been considered as a 
symbol of a triumph and success. It has been used for the center 
stone for the royal crowns. Nowadays, it’s being widely used 
as a wedding gift because it is believed to bring wealth and 
happiness to people. People who like this stone have a tendency 
to be individualistic and opinionated.

Translation
이 보석은 보석 중의 보석으로 유명하며, 4월의 탄생석이다. 탄소 성분으로 

구성된 광물 형태이지만, 지구 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천연 광물 중 가장 단단

한 광물이다. 이 보석을 채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이 보석 1캐럿을 얻으

려면 250톤의 바위를 캐내야 한다. 이렇듯 어려운 채취 과정 때문에 그 가치

가 더 높다. 고대로부터 이 값진 보석은 승리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왕

관의 중앙을 장식하는 보석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부와 행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결혼 예물로 널리 사용된다. 이 보석을 좋아하는 사

람은 개인주의적이며 고집이 센 경향이 있다.   

Tips & Clue
mineral 광물, 광석 

carbon 탄소

element 요소, 성분 

extraction 뽑아내기, 채취; 추출(물)

obtain 얻다, 획득하다 

unearth ~을 파내다, 발굴하다  

triumph 승리, 대성공

royal crown 왕관 

individualistic 개인[이기]주의적인

opinionated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이 센 

1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All around the world, when people meet they greet each other. 
People greet their friends in different ways. In our country, 
friends shake hands always using the right hand. Or friends 
wave at each other, using either hand. Men tip their hats. 
Women smile. It’s different in different countries. In Greenland, 
Eskimo children rub their noses together when greeting each 
other. In Japan, a child bows his head. In some countries friends 
hug each other. Some kiss each other on both cheeks.

Translation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한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들의 친구들과 인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오른손을 사용해서 악수를 

하는데, 친구들끼리는 양손을 사용해 서로 손을 흔든다. 남자들은 모자를 살

짝 들어 올리고, 여자들은 미소를 짓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인사한다. 

그린랜드의 에스키모 족 아이들은 인사할 때 서로 코를 비빈다. 일본에서 아

이들은 머리를 숙여 인사한다. 또 몇몇 나라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포옹을 

하거나, 양쪽 볼에 키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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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greet 인사하다 

shake hands 악수하다

wave 손을 흔들다 

tip one’s hat to 모자를 살짝 올려 ~에게 인사하다  

rub 문지르다, 비비다 

bow 절하다, 인사하다

hug 포옹하다, 껴안다 

cheek 볼, 뺨

17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 have an announcement from 
the chairperson of the Better Life Digital Camera Club. The club 
is having a year-end party on December 28, at Blue Sea Cafe. 
This year, they especially would like to celebrate the club’s 
growth and welcome their 20 new members. This year’s special 
event will be an on-the-spot photo contest. There will be great 
prizes, so don’t forget to bring your cameras. The party will be 
from 3:00 p.m. to 9:00 p.m.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David, the secretary of the club. Thank you.

Translation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Better Life 디지털 카메라 클럽의 회장이 전

하는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클럽에서는 12월 28일, Blue Sea Cafe에서 

송년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클럽의 성장을 축하하고, 새로운 회원 

20명을 환영할 것입니다. 올해의 특별 행사는 즉석 사진 경연 대회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 잊지 말고 카메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파티는 오

후 3시에서 9시까지 열립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클럽 간사인 

David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ips & Clue
announcement 발표 

chairperson 의장, 위원장; 회장 
year-end party 송년 파티 

on-the-spot 즉석의, 현장의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certain soap factory produced 10,000 bars of soaps. If 35% 
of the soaps is sold, how many bars of soap are left?

Translation
어느 비누 공장에서 10,000개의 비누를 생산했다. 이 중 35%를 팔았다면 

이 공장에는 몇 개의 비누가 남아 있겠는가?

Tips & Clue
팔린 비누의 개수는 10,000×35%=3,500개이므로, 남아 있는 비누의 개수는 

10,000-3,500=6,500개이다. 

bar 막대, 막대 모양의 것 (비누를 세는 단위)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volume of a cylinder is 45�. If the height of the cylinder is 5, 
what is the radius of the base?

Translation
한 원기둥의 부피가 45�이다. 만일 이 원기둥의 높이가 5라면, 밑면의 반지

름은 얼마인가?

Tips & Clue
원기둥의 부피=�r2h, 45�=�r2×5, r2=9 ∴r=3

cylinder 원주, 기둥

radius 반지름 (cf. diameter 지름)

base 밑면, 밑변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as the mass of the 

decomposed water?

Translation
우주에서 활동할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모의 실험 장치 안에서 Z-Globe

가 물로부터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가수 분해기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가

수 분해는 전류를 가해 물을 수소 가스와 산소 가스로 나누는 것이다. 가수 

분해를 통해 8g의 산소와 2g의 수소가 유리되었다.  

Q 지문에 따르면, 분해된 물의 부피는 얼마인가? 

Tips & Clue
물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g+8g=10g

simulator 모의 실험 장치

astronaut 우주 비행사

hydrolysis 가수 분해

split 쪼개다, 나누다, 분해하다  

electric current 전류

liberate 분리하다, 유리시키다 

decompose 분해하다

TEST 08 
Answer Key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② 14 ② 15 ①

16 ⑤ 17 ④ 18 ④ 19 ⑤ 20 ②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change in the phase of a certain matter is shown in the form 
of a molecular model. Which phenomenon would best fit or 
cause such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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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러한 변

화에 가장 알맞거나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은? 

① 초겨울 아침에 서리가 내렸다.

② 점점 작아지는 옷장 속의 나프탈렌이다. 

③ 처마 밑에서 녹아 떨어지는 고드름이다.

④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것이다. 

⑤ 용광로 밖으로 흘러나와 굳고 있는 녹은 강철이다. 

Tips & Clue
phase 상, 모습; 단계, 시기

molecular  분자의 

02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M	 Is this Sejong Hotel?
W	 Yes, it is. May I help you please?
M	 Do you have any room available right around the New 

Year’s Day?
W	 We only have Ondol rooms available for the day.
M	 How much are the rooms?
W	 Rooms with beds are 150,000 won and the Ondols are 140,000 

won including VAT. And both include a complimentary 
breakfast. But on the New Year’s Eve there will be a 20% 
surcharge during this high-demand season.  

M	 I’ll take an Ondol room. I’m a Sejong Club member.  
W	 Would you like to charge it to your card? You’ll also get a 

20% member’s discount.
M	 Yes, please.

Translation
남  세종 호텔인가요?

여  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1월 1일 즈음 빈방이 있나요? 

여  그 날에는 온돌방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남 방값이 어떻게 되죠? 

여  부가세를 포함해서 침대방은 15만원, 온돌방은 14만원인데 모두 조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는 성수기 추가 요금 20%가 부과됩니다. 

남 온돌방으로 예약할게요. 세종 클럽 회원입니다. 

여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20% 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네, 그렇게 해 주세요. 

Tips & Clue
VAT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complimentary 칭찬의; 무료의 

surcharge 추가 비용

high-demand season 성수기

0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Oh, hi, Nick. Long time no see!
M	 Hi, Sarah. I was in the neighborhood, so I thought I’d drop 

by.
W	 Come on in. Take a seat.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I have Coke and Sprite.
M	 Sprite will be fine. Uh, so, how have you been?
W	 Oh, not bad, and you?
M	 Oh, I’m doing OK, but I just have a lot of assignments to 

do these days, and I haven’t had much time to relax.
W	 What’s your major anyway?
M	 Hotel management.
W	 Well, what do you want to do once you graduate?
M	 I haven’t decided, but I think I’d like to work for a hotel or 

a travel agency in this area. How about you?
W	 Well, when I first started college, I wanted to major in 

French, but I realized I might have a hard time finding a job 
with a French diploma. So I changed my mind and went 
into computer science. With the right skills, landing a job in 
the computer industry shouldn’t be difficult.

Translation 
여  안녕, Nick. 오랜만이다!

남  안녕, Sarah. 이 동네에 온 김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어.

여  어서 들어와서 앉아. 뭐 좀 마실래? 콜라랑 스프라이트 있어.

남  스프라이트로 줘.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여  잘 지냈어. 너는?

남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요즘 과제물이 너무 많아서 쉴 틈이 별로 없었어.

여  전공은 뭔데?

남  호텔 경영.

여  그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남  아직 결정 하지 않았는데, 이 지역 호텔이나 여행사에서 일하고 싶어. 너는?

여  음,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프랑스 어를 전공하고 싶었어. 하지만 

프랑스 어 졸업증으로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었지. 그래서 마음을 바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어. 실력만 제대로 갖

추면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야.

Tips & Clue
assignment 과제, 숙제(= homework); 할당, 임명

once 일단 ~하면, ~한 후에; 한번; 예전에

agency 대리점, 취급점; 서비스 제공 기관

have a hard time ~ing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diploma 학위 증서, 졸업 증서

change one’s mind 생각[결심]을 바꾸다

skill 솜씨; 숙련, 교묘; 기능, 기술

land (직장을) 구하다, 얻다; (계약을) 따내다, 성사시키다

04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W	 Thank you for calling, this is Korean Air.
M	 Hi, I had purchased a ticket previously and I can’t seem to 

locate where it is.
W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	 My name is Mike Collins.
W	 Thanks for waiting. You’d purchased a ticket for flight 

KE201 from Kimpo to Busan departing at 1:45. You can 
go to the ticket counter and present your certificate of 
residence. Then, they’ll reissue you a ticket.  

M	 I think I’m just going to make it in time. Would that be too 
late?



정답 및 해설 4�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4� 4� 정답 및 해설 4�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4� 4�

W	 Since you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you can get there 
as late as ten minutes before the departure time. 

M	 What happens if I’m late?
W	 Call the ticket counter as early as you can so that we can 

book you for the 2:30 flight.
M	 Thank you.

Translation
여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이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가 없어서요.

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  Mike Collins라 합니다. 

여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 45분에 출발해 김포에서 부산까지 가

는 KE201편 항공권을 구입하셨네요. 매표부로 가셔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표를 재발급해 드릴 거예요. 

남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할 것 같은데, 너무 늦을까요?  

여  예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출발 시간 10분 전까지만 오세요. 

남  만일 늦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여  최대한 빨리 매표부로 전화를 주시면 2시 30분 비행편으로 예약해 드

릴 수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Tips & Clue
previously 이전에 

locate 자리를 정하다, 놓아 두다

certificate of residence 거주 확인증

reissue 재발행하다 

confirm 확인하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Let me know if you need a hand with the cleaning.
 W Thanks, but I’m almost done.

② W Do you know the name of the beauty salon?
 M I can’t remember, but the place is easy to find.

③ M Sorry, I have a busy schedule that day.
 W Please wait until everything is ready.

④ W Turn right after walking three blocks, right?
 M No, turn left on Third Street.

⑤ M Did you have nice weather for the barbeque party?
 W Yes, it couldn’t have been better.

Translation
① 남 청소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여 고마워. 근데 거의 끝냈어.

② 여 그 미용실 이름이 뭔지 생각나니?

 남 기억은 나지 않는데 찾기는 쉬워.

③ 남 죄송합니다만 그날은 제가 바쁜데요.

 여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④ 여 세 블록까지 더 가서 오른쪽으로 돌라고요?

 남 아니요, 3번 가에서 좌회전하세요.

⑤ 남 바비큐 파티할 때 날씨 좋았니?

 여 응, 정말 좋았어.

Tips & Clue
need a hand with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beauty salon 미용실 

06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It’s nice to meet you all. We’ll be studying together for 

the next 12 months. We are all on the same boat for the 
whole year and I’m sure that we’ll complete the journey 
successfully by working hard together. First, let’s begin by 
assigning seats. 

M1 Hey, Chris. It looks like you’ll be sitting with another boy 
for the rest of the year.

M2 That’s just great. Teacher, could you please change my 
partner? I want to sit next to a girl, too.

W	 Oh, you look disappointed. I’ll see what I can down the 
road. But for now, go ahead and take the seat.

M1 Hey, you are the one in the class who sits next to a boy for 
two straight years.  

M2 Don’t pick on me, now.
W I’m sorry, but I had no choice. We have more boys than 

girls in our school. This is due to the social trend of boy 
preference among parents.

M2 Oh, that’s why more boys are sitting together more and 
more.

M1 Chris, you’ll find it difficult to find a date when you grow 
up. 

W Enough, Brian. Let’s have lots of fun together in the 
classroom.

Translation
여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일 년 동안 함께 공부할 거예요. 

한 해 동안 같은 배를 타게 됐으니,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사히 항해

를 마치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자리 배정을 하도록 할게요. 

남1 Chris, 너는 앞으로도 남자애랑 앉겠구나.

남2 말도 안돼. 선생님, 제 짝꿍 좀 바꿔 주세요. 저도 여자랑 앉고 싶어요.

여 이런, 실망했구나. 앞으로 바꿔 줄 테니, 이번에는 어서 가서 앉으렴.

남1 2년 연속 남자랑 짝이 된 것은 우리 반에서 너뿐이야.  

남2 약 올리지 마. 

여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단다. 우리 학교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

거든. 부모들이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 때문이란다.  

남2 그래서 남자끼리 앉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군요.

남1 Chris, 네가 크면 데이트하기도 힘들 거야. 

여 그만하렴, Brian. 함께 즐거운 수업 시간을 지내도록 하자꾸나. 

Tips & Clue
journey 여행, 여정

assign ~을 할당하다, 배정하다

down the road 장래에, 앞으로 

straight 곧은, 똑바른; 연속되어 있는 

pick on ~을 비난[혹평]하다

preference 선호, 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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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So, were you classmates in elementary school?
M	 Yes, all the way through high school.
W	 Isn’t that something?
M	 Yes, it is. Then we went to different colleges.
W	 Which college did you go to and what was your major?
M	 I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 majoring in psychology.
W	 Oh, really? When did you start to study there?
M	 In 2000.
W	 My father also went to Harvard University. He graduated in 

1975.

Translation 
여  그럼, 너희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니?

남  응, 고등학교까지 계속.

여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남  그래, 맞아. 그러고는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갔지.

여  넌 어느 대학에 갔고, 전공은 뭐였어?

남  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심리학을 전공했어.

여  그래? 그 대학에 언제 들어갔는데?

남  2000년에.

여  우리 아버지도 하버드 대학 다니셨어. 1975년에 졸업하셨고.

Tips & Clue
all the way through ~까지 내내[줄곧]

psychology 심리학

08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I would like to get my dress exchanged which I bought a 

few days ago.
M	 You may do that as long as you have a receipt. Wa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e dress?
W	 Well, it looked so good on the window mannequin. But it 

didn’t look as good as I thought when I tried it on at home 
the first time.   

M	 Did you try it on at the time of purchase?
W	 No, I didn’t.
M	 OK. Which one would like to exchange it with?
W	 Well, I will take the same design but in a darker color. 
M	 Please take your time and look around.

Translation
여  며칠 전에 산 옷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남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옷에 무슨 이상이 있었나요? 

여  마네킹에 입혀 놓았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막상 집에 가서 입어 보니 

생각만큼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남  구입할 당시에 입어 보셨나요?

여  아니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교환해 드릴까요? 

여  음, 같은 디자인으로 더 어두운 색으로 가져갈게요. 

남  천천히 돌아보세요. 

Tips & Clue
exchange 교환하다

receipt 영수증

at the time of purchase 구매할 당시에 
take one’s time 천천히 하다, 서두르지 않다 

09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You’ve got the flu. You have a bit of a temperature.
M	 What should I do? Are you going to give me a prescription?
W	 No, I’m afraid there’s really no medicine for this flu. You 

just have to take a rest and wait for it to go away. Medicine 
won’t really do any good.

M	 How about aspirin for the headache?
W	 Sure, sometimes it helps. It can’t do any harm. So, take one 

or two aspirins when you feel achy, but not more than once 
every four hours.

M	 All right, thank you, doctor.

Translation 
여  독감에 걸리셨네요. 열이 좀 있고요.

남  어떻게 해야 하죠? 약을 처방해 주실 건가요?

여  아뇨,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독감에는 약이 없습니다. 잘 쉬면서 독감이 

물러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약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남  두통에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나요?

여  그럼요, 가끔 복용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아무 해가 없죠.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을 한두 알 드시되, 4시간마다 1회 이상은 안 됩니다.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Tips & Clue
flu 독감(= influenza)

temperature 열(= fever); 체온; 온도

prescription 처방전

go away 사라지다(= disappear), 물러가다

do good 득이 되다, 소기의 효과를 내다(↔ do harm)

achy 아픈, 쑤시는

10 문제 유형 : 장소 추론 

Script
W	 Hi, how are you?
M	 Hi, may I help you?
W	 I’m here about the car parked outside.
M	 What car?
W	 Doesn’t the car over there belong to you?
M	 What kind is it?
W	 It’s a black Honda Civic. It’s blocking my car.
M	 Is that right? Well, it could be one of my guests for my 

housewarming party. Let me check with them.
W	 Yes, please. Parking is extremely difficult in the residential 

areas because they are very tightly spaced unlike the 
apartment complexes. 

M	 These things happen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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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남  안녕하세요, 도와 드릴까요? 

여  밖에 주차된 차 때문에요. 

남  어떤 차요?

여  저쪽에 있는 차가 이 집 차 아닌가요?  

남  차종이 어떻게 되죠?

여  검정색 Honda Civic이요. 제 차를 막고 있어서요. 

남  정말이요? 음, 저희 집들이에 오신 손님 중 한 분의 차인 것 같네요. 제

가 확인해 볼게요. 

여  부탁하겠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공간이 좁아서 주거 지역에 주차하기

가 매우 어렵네요. 

남  늘 일어나는 일이지요.

Tips & Clue
belong to ~에 속하다

block 막다

housewarming party 집들이 파티 

extremely 극단적으로, 무척

residential area 주거 지역

tightly spaced 간격이 빡빡한 

11 문제 유형 : 할 일 파악 

Script
W	 Hello, Pacitopia Software. May I help you?
M	 Yes, this is Charles Jackson. May I speak to Sarah Brown?
W	 I’m sorry, but she’s not in right now.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M	 Yes, please. I’ve just received your graphic software from 

Sarah.
W	 Have you? Thank you for the purchase. Do you need any 

assistance?
M	 Yes,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nstalling the 

software. I tried to install it, but I couldn’t.   
W	 Did you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manual carefully?
M	 Yes, I did. But I must be doing something wrong. I need 

some help with this.
W	 Okay. I’ll have one of our technicians call you right away.
M	 Thank you. I’ll wait for the call.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Pacitopia Software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저는 Charles Jackson입니다. Sarah Brown과 통화할 수 있을

까요?

여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계시네요.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을까요?

남  네. Sarah로부터 Pacitopia의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받았습니다. 

여  그러셨나요?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  네,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설치해 보려고 했는

데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주의깊게 따라하셨나요? 

남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자가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  감사합니다. 전화 기다릴게요.

Tips & Clue
purchase 구매 

assistance 도움, 원조

install ~를 설치하다, 장치하다 

instruction 지시, 설명; (사용) 설명서 

manual 안내서

technician 전문가, 기술자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 don’t know what to wear this morning.
 W Could you give me some more time?

② W Did you enjoy your trip to the chocolate factory?
 M Not really, we had to wait too long.

③ M Drake Hotel. May I help you?
 W What are your room rates per night?

④ W Let me know if the same problem happens.
 M You’re my angel. Thanks so much.

⑤ M Can I carry it on the plane with me?
 W No. I’m sorry. It’s too large.

Translation
① 남 오늘 아침에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여 시간을 조금만 더 줄래? 

② 여 초콜릿 공장 견학은 재미있었니?

 남 별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거든.

③ 남 Drake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하루 숙박료가 얼마인가요?

④ 여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얘기해.

 남 너는 나의 천사야. 정말 고마워.

⑤ 남 비행기에 이것을 가지고 타도 될까요?

 여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너무 크네요.

Tips & Clue
room rate 객실 요금 

13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Here’s a prime example dealing with the human ego. July was 
named for Julius Caesar. Some accounts say that July was 
supposed to be a 30-day month when Julius Caesar adopted the 
calendar. It’s called the Julian calendar because he introduced 
it to the Roman Empire. But he did not want any other month 
being greater than the one named after him. So he took a 
day away from February making it 29 days, and added it to 
July, making July 31 days. Augustus Caesar who was Julius      
Caesar’s successor, and for whom August was named, did not 
want his month to be inferior to Julius’, so he took another day 
away from February, making it 28 days instead of 29, and added 
it to August to make it 31 to match July. That leaves us with 
a mess – 7 months of 31 days, 5 months of 30 days, and one 
month with either 28 or 29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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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인간의 자존심에 대해 말해주는 훌륭한 예가 있다. 7월은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라 명칭이 붙었다. 어떤 기술에 따르면 시저가 그 달력을 채택했을 

때 7월은 원래 30일로 구성된 달이었다. 시저가 로마 제국에 이 달력을 소

개했기 때문에 줄리어스력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는 다른 달들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달보다 날수가 더 많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2월에

서 하루를 빼내어 2월은 29일이 되었고, 7월에 하루를 보태 7월을 31일로 

만들었다.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이자 그의 이름을 따라 8월이라는 이름

이 지어진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그의 달이 줄리어스의 달보다 하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도 2월에서 하루를 더 빼내서 2월을 29일에서 

28일로 만든 다음, 8월에 하루를 보태 7월과 필적하도록 8월을 31일로 만

들었다. 이로 인해 달력은 엉망이 되었다. 7월은 31일이고, 30일인 달이 5
개월이며, 그리고 한 달은 28일 또는 29일이 되게 되었다.  

Tips & Clue
prime example 가장 좋은[훌륭한] 예

deal with 다루다

ego 자만, 야욕

name for[after] ~의 이름을 따서 붙이다 

account 이야기, 기술

adopt 채택하다

successor 계승자

inferior 하위의, 하급의

match 겨루다, 필적하다

mess 난처한 처지, 뒤죽박죽

14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According to the study, a quarter of people over the age of 
60 have lost all of their teeth. Advanced gum disease affects 
up to 15 percent of adults. But it also says “almost all oral 
diseases can be prevented.” Dental health means strong teeth 
and healthy gums. Research suggests that beyond eating and 
talking, the mouth’s health could affect the heart and other 
organs’ health. Not only could the mouth indicate problems in 
other parts of the body,  

Translation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의 4분의 1이 치아를 모두 잃었다고 한다. 

진행된 잇몸 질환은 성인의 15%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또한 거의 모든 구강 질환이 예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치아 건강이란 튼튼

한 이와 건강한 잇몸을 말한다. 연구 결과는 말하기와 먹기를 제외하고도 구

강 건강이 심장과 신체의 조직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구강은 신체의 

다른 부분의 건강 상태도 지적할 수 있지만,                                        

① 구강 자체의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② 건강하지 않은 구강은 심장과 다른 부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③ 구강은 또한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④ 잇몸 질환이 더 큰 문제이다.

⑤ 심장은 잇몸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 

Tips & Clue
advanced 진보된, 진행된 

gum disease 잇몸 질환

oral disease 구강 질환

prevent 예방하다, 방지하다

indicate 지적하다, 가리키다

indicator 지표, 표시

15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re sitting in the library studying for an important test 
tomorrow. There are two students sitting next to you at the 
same table. You try to concentrate on your studying, but it’s 
difficult because they’re talking loudly. You look at them with 
a serious look on your face, but they continue to talk. Then, 
you point to the sign on the wall that says, ‘No talking in the 
library.’ They still continue to talk to each other. Finally, you 
lean over one of the students. What would you say to that 
student in this situation?

Translation 
당신은 내일 볼 중요한 시험에 대비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 같은 

책상에 당신 옆에 두 명의 학생이 앉아 있다. 당신은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

력하지만, 그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당신

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지만,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도서관에서는 잡담을 금함’이라고 쓰인 도서관 벽보를 가리킨다. 그

래도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한다. 마침내 당신은 그 학생 중 한 명에게 다가

간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②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③ 그 신호는 보통 안 지켜져요. 

④ 당신들의 대화에 동참하고 싶네요. 

⑤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해요. 

Tips & Clue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with a serious look on one’s face 심각한 표정을 하고 

lean 몸을 구부리다, ~에 기대다 

16 문제 유형 : 성격 추론 

Script
Mother was never able to keep me still to show me how to sew 
or cook. I was busy running along the small path in the woods. 
Instead, she gave me the freedom and courage to learn them on 
my own. I might burn a few fingers, but she was always there 
to help me. She taught me to find the world myself, while she 
watched and helped me in case of need.     

Translation
어머니는 내게 바느질이나 요리를 가르칠 만큼 나를 가만히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 나는 숲 속의 작은 길을 뛰어다니느라 바빴다. 그래서 대신 어머니

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독립심과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나

는 손가락을 좀 데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셨다. 

어머니는 나 스스로 세상을 발견하도록 하셨으나, 항상 나를 지켜보면서 내

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나를 도우셨다. 

① 사려 깊은

② 참을성이 있는

③ 의존적인 

④ 소심한  

⑤ 활동적인   

Tips & Clue
keep someone still ~를 가만히 붙잡아 두다

sew 바느질하다

cook 요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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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path 길, 오솔길

in case of need 유사시에는, 위급할 때는 

17 문제 유형 : 제목 찾기 

Script
The most satisfying and expressive drawing is done with the 
active engagement of the entire body. Your hand is connected to 
your whole arm, the arm to the torso, supported by your feet on 
the floor. To awaken the active engagement of your whole body 
in drawing, try the following: Begin by drawing small circles 
in space with each of your fingers. Then move your hands in 
circles around the wrist. Next, make bigger circles with your 
forearms. And finally, make giant swinging arm circles. Now 
you see how your entire body can be used in the activity of 
drawing.

Translation
가장 만족스럽고 표현이 풍부한 그림은 몸 전체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킴으로

써 이루어진다. 당신의 손은 팔 전체에 연결되어 있고, 팔은 몸통에 연결되

어 있는데, 그 몸통은 바닥에 서 있는 당신의 발에 의해 지탱된다. 그림을 그

릴 때 몸 전체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라. 당신의 

손가락으로 공간에 작은 원을 그리며 시작하라. 그리고 손목 주위를 원을 그

리며 움직여라. 그 다음에는 팔뚝을 가지고 좀 더 큰 원을 그려라. 마지막으

로 팔을 돌려 거대한 원을 만들어라. 당신은 당신의 몸 전체가 그림을 그리

는 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

① 신체 부위 그리기 

② 마인드 컨트롤의 힘

③ 그림 그리기에서 손가락 사용하기 

④ 몸 전체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⑤ 신체 활동과 건강 

Tips & Clue
expressive 표현이 풍부한 

engagement 간여, 개입; 참여, 종사 

torso (인체의) 몸통 

awaken 일깨우다  

wrist 팔목 
forearm 팔뚝 

swing 회전하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Sam is holding six cards numbered 1 through 6. He has asked 
six students to each randomly pick a card to see who goes first 
in a game. Whoever picks the card numbered 5 goes first.  Sally 
picks first, gets the card numbered 3, and keeps the card. If 
Tony picks the card next, what is the chance for him to pick the 
card numbered 5?  

Translation
Sam은 1번에서 6번까지 매겨진 카드를 들고 있다. 그는 6명의 학생에게 

무작위로 카드 한 장을 뽑게 해서 누가 먼저 게임을 하러 갈 것인지 정하려

고 한다. 누구든지 5번을 뽑으면 먼저 가게 된다. 처음 Sally가 뽑았는데 3
번을 골라서 가지고 있다. 만일 Tony가 다음으로 카드를 뽑는다면 그가 5번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얼마인가? 

Tips & Clue
선택 할 카드가 5장으로 줄었으므로 확률은 5분의 1이다.

randomly 무작위로, 되는대로

chance 기회; 확률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water ski ramp is in the shape of a right triangle with the 
height of 1.5m, and rises from the water at a constant 30º angle 
of inclination.

Translation
수상 스키의 램프는 높이 1.5m의 직각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수면에서 

30도로 일정한 경사각을 이루며 솟아오르고 있다. 

Tips & Clue
180°-90°-30°=60°, 30°/60°/90°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직각삼

각형의 빗변은 짧은 변의 두 배이다.

angle of inclination 경사각

sloped side 경사진 면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true according to the statement?

Translation
스위스 로잔에 있는 Solar Impulse 연구원들은 2010년에 지구 주위를 날

게 되기를 바라는 태양 동력 1인 조종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 날개 꼭대기

에 있는 태양 전기판으로부터 충분한 전기를 만들려면 그 비행기는 80m의 

날개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2,000kg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료와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

효율 전기 구성 요소, 전지, 전력 조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운 비행기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로잔에 있는 스위스 연방 과학 기술 협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에서 나왔다. 테스트 모델은 2006년에 완성

하고, 뒤이어 2007년에 제품화하였으며, 2008년에 첫 시험 비행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Q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ips & Clue
solar-powered 태양열로 가동되는 

single-pilot 1인 조종의 

aircraft 항공기 

globe 지구 

wing-span 날개 길이, 익폭 (= wingspread) 

exceed 능가하다 

component 구성 요소, 성분 

institute 연구소, 협회 

be scheduled to ~할 예정이다 

manufacture 제조, 제작,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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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9 
Answer Key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③ 07 ⑤ 08 ② 09 ④ 10 ②

11 ① 12 ④ 13 ④ 14 ② 15 ②

16 ② 17 ② 18 ④ 19 ① 20 ②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Shown is a diagram of laboratory apparatus for studying human 
respiration. Which one is a false statement?

Translation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사람의 폐를 나타낸 것이다.

② B는 횡격막을 나타낸 것이다.

③ B를 잡아당기면 날숨이 일어난다.

④ B를 잡아당기면 고무풍선이 부풀어오른다.

⑤ 이 장치에서 갈비뼈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Tips & Clue
고무 풍선은 폐, 고무 막은 횡격막의 해당한다.

*고무 막(횡격막)을 아래로 잡아당길 때 - 흡기(들숨)

*고무 막(횡격막)을 놓았을 때 - 호기(날숨)

laboratory 실험용의, 실습의 

apparatus 장치, 기계, 기구 

respiration 호흡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hy don’t you take it easy, Steven? You’ve given your 

100% to it. I’m sure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entrance 
exam tomorrow.

M	 Well, it’s easy for you to say. I’m anxious that I may fail the 
test.

W	 No, you won’t. I had a wonderful dream last night. A 
dragon was carrying me high into the sky. And also, I was 
hugging a pig.

M	 Mom, what are you saying? Dream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test. It’ will be very competitive this time. The 
competitive rate is 7 to 1, mom.

W	 You don’t understand, son. When you won a prize at the 
contest I also had a dream the night before. Someone gave 
me a brilliantly shining gem in the dream.

M	 Never mind, mom. If you really believe in your dreams why 
don’t you buy a lotto ticket today? I need to go over my 
reading materials for the last time. Please let me have peace 
and quiet all day today.

Translation
여  Steven, 느긋하게 생각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으니까 내일 입학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남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여  아냐, 떨어질 리 없어. 어젯밤 꿈이 아주 좋았거든. 용이 나를 안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게다가 내가 돼지를 안고 있었어.

남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과 시험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번 시험은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경쟁률이 7 : 1이라고요.

여  네가 뭘 모르는구나. 네가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그 전날 엄마

가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을 주더라니까.

남  됐어요, 엄마. 정 그렇게 꿈을 믿으신다면 오늘 복권이라도 사세요. 저

는 마지막으로 읽을거리들을 검토해야 하니까 오늘은 방해하지 말아 주

세요.

Tips & Clue
have nothing to do with ~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competitive 경쟁적인

brilliantly 찬란하게 

go over 검토하다, 복습하다 

03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	 Chase Bank. I’m Daniel Snow. How may I help you?
W	 Yes, I’d like to check my Lotto numbers and collect my 

money.
M	 Your numbers, ma’am?
W	 Six, seven, eighty, thirty, forty four, and twenty two.
M	 You’ve got them all right. Congratulations!
W	 Thank you very much.
M	 Can you show me your ticket?
W	 OK. Here you are.
M	 So this ticket cost you only $2?
W	 That’s right!
M	 Amazing! When did you buy it?
W	 I bought it on the 9th of April.

Translation 
남  Chase 은행의 Daniel Snow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네, 제 로또 번호를 확인하고 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남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손님?

여  6, 7, 80, 30, 44, 22요. 

남  모두 맞추셨네요. 축하 드려요!

여  정말 감사합니다.

남  로또 티켓을 보여주시겠어요?

여  네, 여기 있습니다.

남  이 티켓을 겨우 2달러 주고 산 거예요?

여  그렇다니까요!

남  대단하네요! 언제 사셨어요?

여  4월 9일에 샀어요.

Tips & Clue
collect 수금하다; 모으다, 수집하다

cost (비용, 대가가 얼마) 들다, 요하다

amazing 굉장한, 놀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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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Now, I can relax and take things easy. This has been a real 

tough midterm exam week.
M	 I really envy you. Our midterm exams start next week.
W	 I still have the achievement test to take.
M	 You told me that the Korean Language test covered chapters 

1 through 4, right? It’s the same as ours. Would you mind 
showing me your test? 

W	 OK. The Korean Language test wasn’t that difficult. Math 
was really difficult. I’ll let you borrow the math test as well.

M	 Thanks. You are my best friend.
W	 No more cramming like last time. Try preparing ahead of 

time beginning from now. 
M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was 2nd in the class last time. 

My dad always crammed for his tests usually the night 
before. But he still made it to a good university.     
                                                          

Translation
여  이제 숨 좀 돌리겠네. 이번 중간고사 기간은 너무 힘들었어.

남  진짜 부럽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여  나도 아직 수행 평가가 남아 있어.

남  너희 국어 시험 범위가 1과부터 4과까지라고 했지? 우리랑 똑같네. 너

희 학교 시험 문제 좀 보여 줄 수 있니?

여  그래. 이번 국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수학이 진짜 어려웠지. 

수학 문제도 빌려줄게.

남  고마워. 너는 나의 제일 좋은 친구야.

여  지난번처럼 벼락치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도록 해.

남  무슨 소리니? 지난번에는 2등 했다고. 우리 아빠도 보통 전날 밤에 벼

락치기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셨어.          

① 공부는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

② 부전자전인 것 같아.

③ 너와는 달리 열심히 해도 안돼.

④ 머리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아.

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겠지.

Tips & Clue
take things easy 서두르지 않다, 무리하지 않다 

tough 어려운, 힘든

achievement test 수행 평가 시험 

cram 벼락치기 공부하다, 억지로 채워 넣다

beginning from now 지금부터 시작해서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My computer’s gone down three times in a row.
 W Why don’t you buy a new one?

② W Did you find everything you wanted?
 M Yes. That would be all.

③ M Traffic jam seems to be getting worse everyday. 
 W I know. We’d better take the subway.

④ W Do you want to come along to go shopping with me?
 M I’m sorry. I have a busy schedule today.

⑤ M What exactly are you interested in doing here?
 W I’m interested in meeting people.

Translation
① 남 컴퓨터가 세 번 연속 고장 났어.

 여 하나 새로 사지 그러니?

② 여 원하던 것들 전부 다 찾았니?

 남 네. 그게 전부예요.

③ 남 교통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아.

 여 그러게. 지하철을 타는 게 더 낫겠다.

④ 여 나하고 같이 쇼핑갈래?

 남 미안.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⑤ 남 여기서 하시는 일 중 정확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Tips & Clue
in a row 일렬로; 잇달아, 연속적으로 

traffic jam 교통 체증

06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What do you plan to do after you graduate from university?
M	 I’m not sure, but my parents want me to be a bank manager. 

They say I can earn a lot of money, but I am not really 
interested in that sort of job.

W	 I heard you wanted to go to graduate school.
M	 Yeah, that’s true. I hope to study English literature and 

language, but my parents say they can’t afford to pay the 
school tuition.

W	 You don’t need to borrow their money. You ought to be 
more independent.

M	 Yeah, I know. Sometimes studying is hard, but I enjoy it.
W	 Well, I hope everything works out for you. I wish you good 

luck.
M	 Thanks a lot. You have been very helpful.

Translation 
여  넌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 계획이니?

남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부모님은 내가 은행 지점장이 되길 바라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난 사실 그런 일에 관심 없어.

여  네가 대학원에 가고 싶어한다는 얘길 들었어.

남  맞아, 사실이야. 영어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학비를 댈 

형편이 못 된다고 하셔.

여  부모님께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 독립을 해야지.

남  그래, 나도 알아. 공부는 때로 힘들지만, 난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

여  음,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랄게. 행운을 빌어.

남  고맙다. 네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

Tips & Clue
manager 지점장, 감독; 지배인

sort 종류, 부류(= kind)

afford to ~할 수 있다, ~할 여유가 있다

tuition 학비

independent 독립적인, 자주적인

work out 잘 풀리다, 잘 해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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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How was your counseling session, Aaron? I had mine 

yesterday.
M	 Is that right? Which college did the counselor recommend 

you?
W	 You know that my major requires more a physical skills than 

the test scores. He thinks I may qualify for E University and 
Y University since I had won a prize in a national contest 
before. I think I’m going to apply for both schools.

M	 Good for you. He was somewhat at a loss after listening to 
what I wanted to do. Maybe it’s because my scores are not 
high enough and I haven’t won any prize like you have.      
I insisted that I apply for the S University even if I may 
have to repeat a college entrance exam again next year in 
case I fail this time.  

W	 Are you sure you want another extra year of cramming 
for a college entrance exam? Why are you insisting on S 
University? Why don’t you reconsider it? 

M	 You have a good point. But I won’t change my mind. My 
parents are also all supportive of me.

Translation
여  Aaron, 상담 잘했니? 나는 어제 끝났는데. 

남  그래? 너에겐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 보라고 추천해 주셨니?

여  나는 시험 성적보다는 실기가 더 중요하잖아. 다행히 전국 단위의 대회

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어서 E 대학과 Y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두 대학에 지원할까 해.

남  좋겠다. 나는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너처럼 수상 경력도 없어서 그

런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말씀드렸더니 좀 난감해하시더라. 이번에 

실패하면 내년에 대학 입학시험을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S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주장했거든. 

여  대학 입학시험 공부를 일 년 더 하는 게 괜찮아? 왜 S 대학을 고집하는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남  네 말도 일리는 있지만, 내 생각엔 변함이 없어. 부모님도 모두 나를 지

지해 주고 계시거든.

Tips & Clue
counseling 상담

qualify for ~에 대한 자격을 갖추다 

win a prize 상을 받다 

national contest 전국 대회

somewhat 얼마간, 다소 

at a loss 난처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repeat 반복하다

reconsider ~을 재고하다 

supportive 지지하는 

08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OK, Mr. Brown, let’s start. First of all, tell me about your 

last job.
M	 I worked for five years at Hi-Tech Computers.
W	 OK. Hi-Tech, and what do you know about computer 

networks and operating systems?
M	 Well, I used computers at my last job.

W	 And how about web site authoring skills?
M	 I’m afraid I’ve never used those sorts of programs.
W	 Any experience with Java?
M	 I think I’ve tried Java at a foreign coffee shop one time, if 

that’s what you mean.
W	 I think I have all the information I need.
M	 I really like computer games. I play them every day.
W	 Thanks, Mr. Brown. I’ll give you a call. Thank you for 

coming in.

Translation 
여  좋습니다, Brown 씨. 시작하죠. 우선 지난번 직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남  하이테크 컴퓨터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여  네, 하이테크요. 컴퓨터 네트워크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죠?

남  음, 지난번 직장에서 컴퓨터를 썼었습니다.

여  그러면 웹사이트 제작 기술은 어때요?

남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한 번도 안 써 봤습니다.

여  자바 경험은 있나요?

남  외국계 커피숍에서 한 번 자바를 마셔보긴 했습니다. 물어보신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여  필요한 얘기는 다 들은 것 같군요.

남  저는 컴퓨터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매일 게임을 하죠.

여  고맙습니다, Brown 씨. 제가 전화 드릴게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ips & Clue
operating system <컴퓨터> 운영 시스템 

authoring 저작, 제작

Java 자바 (1995년 Sun Micro Systems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give someone a call ~에게 전화하다

every day <부사> 매일, 날마다

everyday <형용사> 매일의

09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hat’s up? What have you been doing?
M	 I’m almost done. It’ll be finished this week.
W	 I see what you’re building. Wow, it really looks fantastic. 

You must be really enjoy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M	 It’s not an easy course, but I think I am good at it. What I 

really enjoy is the idea of creating a comfortable space for 
people. You know that I’ve always liked making things 
since I was little.

W	 I sure do. I want you to build beautiful homes for people. 
I’ll build mine next to yours and remain good friends for a 
long time. Since I major in interior design I’ll decorate your 
house for you.       

M	 Ha-ha. That’s a good idea. I’m sure we can accomplish a lot 
by working together. It’s a good thing we are studying what 
we really enjoy. It’s fun doing what I want to do in life. I’m 
sure that there will be a great synergy effect had we worked 
together. It makes me excited just thinking about it.

Translation
여  바쁘니? 뭐 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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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거의 끝났어. 이번 주 안에 완성될 거야.

여  네가 만드는 게 뭔지 알겠다. 와, 환상적인걸. 건축 공학이 정말 재미있

나 보네.

남  쉽지는 않지만 나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을 위해 편안한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이 정말 재밌어. 너도 알다시피 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

드는 것을 좋아했잖아.

여  잘 알지.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집을 만들길 바래. 너의 집 옆에 내 집

을 지을 테니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내자. 내 전공이 실내 장식이니까 너

의 집을 꾸며줄게. 

남  하하.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이 함께 일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인생

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재밌지. 우리가 함께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Tips & Clue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 공학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synergy effect 상승 작용 효과

10 문제 유형 : 장·단점 파악 

Script
W	 Robert! Did you see the new neighbors next door?
M	 No. Who are they?
W	 They are the Greens. They are from New Zealand.
M	 Do they speak Korean?
W	 Yeah, a little bit. When they speak Korean, I don’t often 

understand what they say. Mr. Green is very polite and 
outgoing. He also likes sports like me. He is so energetic. 
As you know, I like playing tennis, and squash. He wants to 
learn how to play, too. He made a good impression on me.

M	 Well, there is only one disadvantage for him being our 
neighbor.

W	 What’s that?
M	 He has a terribly noisy neighbor.

Translation 
여  Robert!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 봤어?

남  아니. 어떤 사람들인데?

여  Green 씨 가족이야. 뉴질랜드에서 왔대.

남  한국말 할 줄 알아?

여  응, 조금.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종종 이해가 

안 돼. Green 씨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외향적인 성격이야. 또 나처럼 

스포츠를 좋아해. 아주 정력이 넘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테니스랑 

스쿼시를 좋아하잖아. 그 사람도 배우고 싶어해. 아주 인상이 좋아.

남  음,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되면 안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네.

여  그게 뭔데?

남  그 사람한테 골치 아프게 시끄러운 이웃이 생겼잖아.

Tips & Clue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활달한

energetic 정력적인, 원기 왕성한, 힘찬

make a good impression on someone ~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다

disadvantage 단점, 불리한 점

terribly 지독하게(= extremely), 몹시, 굉장히

11 문제 유형 : 제목 추론 

Script
M	 Hi, Clair. What’s with all those cardboard boxes?
W	 I’m collecting these to sell to the recycling center.
M	 Why are you doing this? 
W	 Well, you know my dad passed away last year and I need to 

help support my brother and mom who is not well.
M	 Oh, that’s too bad. That’s why you were late for school 

yesterday.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W	 No, thank you, Danny. I will be fine.
M	 I really wish there is a way I can help you.  
W	 Thanks for the thought. That’s very considerate of you. But 

there are many who are much worse off than I am. When 
you have some time you should think of volunteering to 
help these people. There are many ways to do it.

M	 Well, let me begin volunteering right now. Pass me those 
boxes.

Translation
남  Clair, 그 종이 상자들은 다 뭐야?

여  빈 상자 모아서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팔려고.

남  그런 일을 왜 네가 하는데?

여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편찮으신 어머니와 동생을 

도와야 하거든. 

남  안됐구나. 그래서 어제 네가 지각을 했구나. 뭐 도와줄 것 없니?

여  아니, Danny. 괜찮아.

남  내가 너를 도울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  생각해줘서 고맙다. 넌 정말 사려 깊은 아이야.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

운 사람들도 많아. 시간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 봐. 

자원봉사를 할 방법이 많거든. 

남  그래, 그럼 지금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할게. 그 상자들 이리 줘 봐.

① 꿋꿋한 소녀 가장 Clair
② 자원 봉사원 Danny
③ 불우한 소녀 가장 Clair
④ 안타까운 친구 Danny
⑤ 고마운 친구 Clair 

Tips & Clue
cardboard 보드지, 판지 

recycle 재활용하다 

pass away 끝나다, 없어지다; 죽다 

considerate 이해심이 많은, 사려 깊은 

be worse off 지내기가 어렵다, 형편이 나쁘다

volunteer 지원하다; 자원봉사하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Do you want me to get something for you?
 M No, but thank you for asking.

② M His presentation was excellent. I was impressed.
 W Me too. He is really good at it.

③ W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M Since last month.

④ M I got a speeding ticket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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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That’s why you should drive fast.

⑤ W Would you like to see my new dress?
 M Wow! You have an eye for fashion.

Translation
① 여 뭐라도 좀 사다 줄까?

 남 아니, 물어봐 줘서 고마워.

② 남 그의 발표회 정말 훌륭했어. 감동 받았어.

 여 나도. 그는 정말 잘해.

③ 여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남 지난달부터 일했어요.

④ 남 어제 속도위반 딱지 떼였어.

 여 그래서 네가 빨리 운전해야 한다는 거야.

⑤ 여 새로 산 드레스 볼래?

 남 와! 넌 패션을 보는 눈이 있구나.

Tips & Clue
impressed 감동해서, 감명 받아서 

get a speeding ticket 속도위반 딱지를 떼이다 

have an eye for ~에 대한 안목이 있다 

13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As the speed of internationalization picks up rapidly, the learning 
of English language at Korea’s universities has been regarded 
more and more essential. Especially, the conversational skill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lately. Most university 
students want to be prepared for occasions that would require 
proficient conversational skills, in business or trips abroad. Thus, 
they prefer                                                        

Translation 
국제화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영어 학습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영어 회화 능력은 최근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

부분의 대학생은 사업상이나 해외 여행 등 능숙한 회화 실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비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

아한다.

① 쓰기 수업보다 문법 수업을  

② 문법 수업보다 쓰기 수업을  

③ 회화 수업보다 문법 수업을  

④ 문법 수업보다 회화 수업을  

⑤ 회화 수업보다 쓰기 수업을  

Tips & Clue
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

pick up 속도를 내다 

rapidly 급속히

considerable 상당한

occasion (특정한) 때, 경우 

proficient 능숙한

14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days for recycling 
collection and garbage pick-up have been rescheduled. Days for 

household garbage pick-up have been moved from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to Tuesdays, Thursdays and Saturdays. 
All recyclable wastes need to be washed and dropped off at the 
collection point in front of the security office every Thursday 
morning. In addition, please be reminded that all food wastes 
can be dropped off at any time in the designated bins located at 
the parking area. Please make sure that you remove the plastic 
bag when discarding the food wastes. The food wastes cannot be 
used as feed for animals when mixed with plastic bags. Thank 
you for your kind cooperation.

Translation
알려 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월, 수, 

금에서 화, 목, 토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목요

일 오전에 경비실 앞의 분리수거 통에 넣어주십시오. 또한, 음식 쓰레기는 전

과 같이 수시로 주차장에 있는 음식 쓰레기 통에 버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단, 음식 쓰레기통에 비닐까지 넣으시면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Tips & Clue
recycling 재활용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잡다

household 가정의, 일상적인 

drop off (사람, 짐 등을) 도중에 내려놓다 

remind 마음에 새기다, 다짐하다

designated 지정된

bin 상자, 큰 통 

feed 사료 

cooperation 협조

15 문제 해결 : 내용 일치 

Script
Rocks show us that Earth did not always look the way it does 
today. All of the landmasses were once jammed together. 
They slowly drifted apart to form our modern-day continents. 
Scientists know this because they have found the exact same 
rocks on different continents. Rocks also prove that some dry 
areas were once oceans. The mid-western United States, for 
example, was covered with water 65 million years ago. How 
do we know this? The area contains rocks that form only in the 
sea. Even the world’s tallest mountain was once underwater. 
Mount Everest has sea rocks near its peak.

Translation
암석들을 보면 지구가 항상 지금의 지구와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땅덩어리는 한때 뭉쳐 있었다. 이 땅덩어리는 천천히 표류하면서 오늘날의 대륙을 

형성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암석들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안다. 또한 암석들은 건조한 땅들이 한때 바다였다는 것도 증명한다. 

예를 들면 미 중서부는 6천5백만 년 전에 물에 잠겨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일대에는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암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

은 산도 한때는 물밑에 있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는 바다 암석들이 있다.

Tips & Clue
landmass 광대한 땅, 대륙

be jammed together 뭉쳐 있다

drift apart 표류하다

continent 대륙

underwater 수면 아래의 

peak 정상,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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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제 해결 : 주제 찾기 

Script
Rocks and minerals have many uses. The earliest people used 
powdered rocks to make colorful paints. They used chipped 
flint and other hard minerals to make arrowheads. They also 
pounded rocks together to grind food. Today, people use rocks 
and minerals on thousands of things. These substances are in 
our houses, our computers, our wristwatches, and our TVs. 
They are in roads, jewelry, and food. Life would not be the 
same without rocks!

Translation
암석과 광물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옛날 사람들은 분말로 된 암석으로 다

양의 물감을 만들었다. 그들은 조각난 부싯돌이나 다른 종류의 단단한 광물

질로 화살촉을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음식을 갈기 위해 암석으로 두드렸다. 

오늘날 사람들은 암석과 광물을 수천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들

은 우리 가정, 컴퓨터, 손목시계 그리고 TV에 사용된다. 이 재료들은 도로, 

보석 그리고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암석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활은 

달라졌을 것이다.

① 암석과 광물의 차이점

② 암석과 광물이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③ 단단한 재료로 화살촉을 만드는 법

④ 암석이 현대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이유

⑤ 암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Tips & Clue
mineral 광물(질)

powdered 분말로 된

chipped 조각난

flint 딱딱한 돌, 부싯돌

arrowhead 화살촉

pound 때리다

grind 갈다 

substance 재질, 재료

wristwatch 손목시계 

17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Peter and Sally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the school 
festival this year. Peter will deliver a speech for the opening 
event and Sally will work as a stage assistant. Unfortunately, 
two weeks before the festival, Peter caught a cold and lost his 
voice. Now, the festival is only one week away, but Peter hasn’t 
recovered fully. Peter doubts if he can do his duties, and tries to 
find the right person who can take them over. When Sally visits 
him to see how he is doing, Peter recognizes Sally as the best 
person for the job. He decides to ask Sally to replace hi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 most likely say?

Translation
Peter와 Sally는 올해 학교 축제를 위해 함께 일을 해 오고 있다. Peter는 

개막 행사에서 연설하고, Sally는 무대 보조원으로서 일할 것이다. 불행히도, 

축제 2주 전에, Peter는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었다. 축제까지 1주일이 남았

지만, Peter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Peter는 그가 일을 해낼 수 있

을지 의문이어서, 자신의 일을 이어받을 적임자를 찾으려고 한다. Sally가 그

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를 방문했을 때, Peter는 Sally가 그 일에 가장 

적임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Sally에게 그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Peter가 Sall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① 관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②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니?

③ 나쁜 버릇은 버리도록 해. 

④ 그녀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니?

⑤ 너의 현재 상황이 나아졌니?  

Tips & Clue
deliver a speech  연설하다 

assistant 조수, 보조자 

lose one’s voice 목이 쉬다 

duty 의무, 임무 

take over 인계 받다, 대신하다

replace 대신하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John is ordering rings from home shopping. There is a shipping 
charge of $7 no matter how many rings are bought. Each ring 
costs $6. If John spent $73, how many rings did he order?

Translation
John은 홈쇼핑에서 반지를 사려고 한다. 반지를 몇 개를 사건 운송비는 7
달러가 든다. 반지는 한 개에 6달러씩이다. 만약 John이 73달러를 썼다면 

John은 몇 개의 반지를 주문했는가? 

Tips & Clue
73-7=66, 66/6=11개

shipping charge 운송[배송] 비용 

no matter how 비록 ~ 일지라도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Sam needs at least $400 to buy a new MP3 player. He has $120 
and can save $15 each week. Let x represent the number of 
weeks that he saves. We need to come up with a formula to get 
the minimum number of weeks he needs to save.
Q	 Which of the formulas can be used?

Translation
Sam은 MP3 플레이어를 새로 사기 위해 적어도 400달러가 필요하다. 그

는 현재 120달러가 있고, 일주일에 15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 x를 저축하

는 주 횟수로 가정한다. 그가 저축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 횟수를 구하는 공

식을 찾으려고 한다.

Q 어떤 공식이 사용될 수 있는가? 

Tips & Clue
현재 가지고 있는 돈 120달러와 15달러씩 x주 일한 돈을 합한 값이 400달러 이

상이 되어야 하므로 120+15x≥400이 알맞다. 

represent ~을 나타내다, 의미하다 

come up with ~이 생각나다, 떠오르다

formula 공식

minimum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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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For what purpose is the passage written?

Translation
단지 신문과 현대 저자들이 쓴 책만을 읽는 사람은 나에게는 근시안적인 사

람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그의 시대의 편견에 완전히 의존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자극받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하찮거나 단조롭다. 한 세기 내에 명확한 생각과 훌륭한 심미

안을 가진 개화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이다.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보존된 

것은 인류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에 속한다. 중세 사람들이 자신을 무지로부

터 천천히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옛 시대의 몇몇 작가들의 덕분이다.

Q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Tips & Clue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near-sighted 근시(안)의 

prejudice 편견, 선입견 

stimulate 자극하다 

at best 잘 해야, 기껏해야 

insignificant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monotonous 단조로운 

enlightened 계몽된, 개화된 

possession 소유, 소유물 

ignorance 무식, 무지

TEST 10 
Answer Key

01 ⑤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①

11 ⑤ 12 ① 13 ④ 14 ③ 15 ③

16 ④ 17 ③ 18 ③ 19 ① 20 ③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Routes connecting 4 locations, A, B, C and D are shown. If the 
routes can not be traveled more than once, how many different 
pathways are there from A to D?

Translation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그림과 같을 때, 같은 지점을 두 번 이

상 지나지 않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Tips & Clue
A→B→D: 3×2=6(가지), A→C→D: 3×3=9(가지) ∴15가지

pathway  길, 진로

02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Look, Jason. They are kissing each other in public.
M	 You’re right. They’re pretty brave, aren’t they? Don’t stare 

at them. It’s embarrassing.
W	 Who are the embarrassed ones? Them or us?  
M	 I don’t know. Either or both, I guess. Try not to make eye 

contact.
W	 I don’t think they really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of 

them.
M	 They are freely expressing their feelings. I think it’s a good 

thing.
W	 I think that sort of behavior still looks pretty awkward in 

our society. Controlling one’s feeling has been considered 
a virtue. It’s not easy to disregard the long tradition of this 
country.   

M	 I have been brought up that way as well, but I don’t think 
sharing each other’s feelings especially between those who 
love each other is something that should be criticized. A 
long tradition commonly shared by a majority of people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t’s always right. I want to do 
what they’re doing someday myself.

Translation
여  저기 봐, Jason. 저 사람들 길거리에서 뽀뽀하잖아.

남  그래. 과감한 사람들이다. 너무 쳐다보지 마. 민망하잖아.

여  민망한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들이야, 우리야?

남  글쎄. 둘 중 한쪽이거나 아니면 둘 다겠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해.

여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의 시선 같은 건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

남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한 거지. 보기 좋은데 뭐. 

여  저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어색해 보인다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니까.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을 무시하기는 쉽

지 않아.

남  나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자기 마음을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에

게 솔직히 표현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대다수 사람이 공유

하는 오래된 전통이 늘 옳다고 볼 수는 없어.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

럼 하고 싶다. 

① 비뚤어진  ② 부러운  ③ 즐거운

④ 창피한 ⑤ 혐오스러워하는 

Tips & Clue
in public 공공연히, 대중 앞에서 

stare at ~을 응시하다, 빤히 쳐다보다 

embarrass 당황스럽게 하다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awkward 어색한, 이상한

virtue 미덕 

disregard 무시하다, 관심을 갖지 않다

necessarily (부정어와 함께) 반드시 (~은 아닌) 

03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Today is the day that we are going to have our graduation 

party. We should make a reservation at a restaurant for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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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ure, how many members are expected to come?
M	 Seven. I wonder if we have to pay in advance before making 

a reservation.
W	 Yeah, I think so.
M	 So, let’s collect five dollars per person for the meal.
W	 OK. What would you like to have there?
M	 Shall we have fish and chips or a beef burger with salads?
W	     

Translation 
남  오늘이 바로 우리가 졸업 파티를 하는 날이야. 파티를 위해 식당에 자리

를 예약해야 해.

여  그러자. 회원들은 몇 명이나 올 예정인데?

남  7명. 예약을 하기 전에 선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

여  그래야 할 것 같아.

남  그러면 식사값으로 1인당 5달러씩 내기로 하자.

여  좋아. 거기에서 식사는 뭐로 할까?

남  생선과 칩, 아니면 소고기 버거에 샐러드로 먹을까?

여                  

① 다음 기회에 가자.

② 나 많이 먹어야 하니?

③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알아?

④ 네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⑤ 한두 가지면 될 거야.

Tips & Clue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pay in advance 선금을 내다

per 마다(= a); ~에 의하여

make it 제시간에 도착하다; ~에 이르다 

make oneself at home 느긋하게[편히] 쉬다 

0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The golden weekend begins tomorrow. What am I going to 

do during this 4-day weekend?
M	 Well, my family doesn’t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I know my dad will take naps through the weekend. My 
mom and I probably will watch TV all weekend. 

W	 I heard that Joseph’s family will be vacationing in Cancun. 
They will enjoy the summer beach.

M	 Wow. I envy them. It will be so nice to enjoy delicious 
raw fish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blue ocean and the 
beautiful sunset.

W	 Shall we try going, too?
M	 Not a chance. My parents will tell me to start preparing for 

the next tests instead.
W	 My mom probably would say the same thing. But we can’t 

just stay home on this beautiful day though.   
M	 Let’s ask mom for some money and go see a movie. A new 

Sci-Fi movie starts tomorrow.

Translation
여  내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 주말 나흘간 뭘 한다지? 

남  글쎄, 우리 가족은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어. 아빠는 주말 내내 주무실 

거고, 엄마와 나는 내내 TV나 보겠지. 

여  Joseph네 가족들은 칸쿤으로 놀러 간다더라. 여름 바다를 즐기고 오

겠대. 

남  와, 부러운걸.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맛있는 회를 먹으

면 정말 근사하겠다. 

여  우리도 갈까?

남  꿈도 꾸지 마. 우리 부모님은 다음 시험공부나 하라고 하실 거야.  

여  우리 엄마도 같은 말을 하겠지만, 이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을 순 없어.

남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영화 보러 가자. 신작 SF 영화가 내일 개봉된대.

Tips & Clue
take naps 낮잠을 자다 

vacation 휴가를 보내다 

raw fish 날 생선, 회 

sunset 일몰, 해 질 녘 

Not a chance. 그럴 가능성은 없다, 천만에.

Sci-Fi 공상 과학 소설의 (= science fiction)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 heard you’re looking for a new job.
 W I just had an interview yesterday.

② W I’m afraid that my English is too poor.
 M Don’t worry. Most of them can speak Korean.

③ M Can you help me with my writing in English?
 W Sure. What’s the problem?

④ W When is your examination for psychology?
 M I hate my psychology class.

⑤ M I was really disappointed with the party.
 W You can say that again.

Translation
① 남 너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여 어제 면접 봤어. 

② 여 제 영어가 형편없어서 걱정이에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③ 남 내 영어 작문 좀 도와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뭐가 문제인데?

④ 여 심리학 시험이 언제니?

 남 난 심리학 시간이 정말 싫어.

⑤ 남 그 파티에 정말 실망했어.

 여 내 말이 그 말이야. 

Tips & Clue
examination 시험; 검사, 조사

psychology 심리학 

You can say that again. 너의 말대로다, 바로 그렇다. 

0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I feel so tired. I get exhausted by the time I get home from 

my part time job.
W	 That’s why I told you not to go through the trouble bu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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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ome and study. No one asked you to earn money. You 
are not even making that much for all the efforts.

M	 Please don’t say that, mom. Haven’t you heard dad? When 
he was studying abroad he worked part time to earn money 
even though his parents supported him with tuition. He 
even saved money in the bank.

W	 I guess early training means more than late learning. But 
nowadays due to the heavy competitions there isn’t enough 
time in a day to study. I don’t understand why he even had to 
mention his past experiences to you. You’re not overstraining 
yourself, are you?    

M	 Please do not worry, mom. I only work during the weekends 
so that it doesn’t interfere with my schoolwork. I take pride 
in earning my spending money on my own even though it’s 
very little.

W	 You sound like a big boy now. I’m proud of you. Try to 
concentrate on studying as well.

Translation
남  정말 피곤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기진맥진해요.

여  그래서 내가 사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하라고 말했잖니. 아무

도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안 했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그리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빠도 유학 시절에 집에

서 학비를 부쳐주는데도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도 하셨다잖아요.

여  일찍 훈련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는 것보다 낫다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심할 때 하루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네 아빠는 그런 과거 얘기

는 너한테 왜 했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니지? 

남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주말에만 일해서 학교 공부에는 지장이 없어요. 

작지만 스스로 용돈을 버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여  이제 다 컸구나. 자랑스럽네. 공부에도 집중해야 한다. 

Tips & Clue
go through (고생 따위를) 경험하다, 겪다

tuition 수업료 (= tuition fee)

overstrain ~을 무리하게 쓰다, 극도로 긴장시키다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take pride in ~을 자랑하다 

as well 게다가, 마찬가지로 

07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ello. May I speak to Jenny, please?
W	 May I ask who’s calling?
M	 This is George. I have something to ask her.
W	 I’m sorry, but she’s not available right now. She went 

shopping with her friends. She’ll be back in an hour.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M	 Sure. Could you tell her to call me immediately when she 
comes back home? She is in my biology group project. I’m 
going to go to the library now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for our biology class.

W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Jenny와 통화할 수 있나요?

여  누구니?

남  저는 George에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여  미안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단다. 친구들하고 쇼핑 갔거든.   

1시간 후에 돌아올 거야. 메시지를 전해줄까?

남  네, 집에 오면 즉시 저한테 전화 좀 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Jenny가 

제 생물학 그룹 프로젝트 멤버거든요. 저는 생물 수업 시간에 발표할 준

비 하러 지금 도서관에 갈 거예요.

여    

① 나는 생물을 잘했단다. 

② 내가 발표하는 거 도와줄까?

③ 그래. Jenny에게 그렇게 전할게.

④ 난 잘 모르겠다.

⑤ Jenny는 생물을 잘 알지도 몰라.

Tips & Clue
available <통화상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immediately 즉시, 즉각(= at once)

presentation 발표, 설명회, 강연

biology 생물학

08 문제 유형 : 한자성어 찾기

Script
M What’s your plan for vacation?
W Well, I went to summer camp last time. So, I’m thinking 

about doing something different this time.
M Really? So am I. Why don’t we try working part time for a 

month?
W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Do you know if someone is 

hiring?   
M Yes. I surfed the Internet to get some information. Jobs are 

available at convenient stores, fast food restaurants, gas 
stations, and delivery companies. 

W How is the pay? They all sound fun, but I’m sure that they 
are not easy jobs.

M They pay by the hour. It’s not a whole lot, but if you work 8 
hours a day for a month you can save some money.

W Well, why don’t we try finding a job at the fast food 
restaurant since you and I both love to eat? It’ll be great to 
be able to make money while enjoying the delicious food.

Translation
남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니?

여  지난 방학 때는 여름 캠프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해 보고 싶어. 

남  정말? 나도 그럴 생각인데. 우리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여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뭐 좋은 자리라도 있니?

남  응.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점, 주유소, 택

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더라.

여 보수는 어때? 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남  시간당으로 돈을 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어.

여  우리 둘 다 먹는 걸 좋아하니까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해 보자. 돈도 벌고, 맛

있는 것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Tips & Clue
surf the Internet 인터넷을 검색하다 

convenient store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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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company 배달[택배] 회사 

pay by hour 시급으로 주다   

09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You look so upset today. What happened?
W	 I had a conflict with my teacher.
M	 What’s the problem?
W	 I just received my grade in English. I thought I had an ‘A’, 

but that’s not what my English teacher gave me.
M	 What grade did he give you?
W	 A ‘B’. So I checked my test sheet with the teacher’s.
M	 What happened?
W	 The teacher was at fault. I can’t stand him anymore.
M	 What did your teacher say?
W	     

Translation 
남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여  선생님하고 언쟁을 했거든. 

남  문제가 뭔데?

여  영어 성적을 방금 받았어. 난 내 성적이 A일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주

신 성적은 그게 아니었지. 

남  어떤 성적을 주셨는데?

여  B. 그래서 선생님 시험지와 내 시험지를 대조해 봤어.

남  그랬는데?

여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였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남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니?

여     
①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②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성적을 고쳐줄 순 없대.

③ 우리 엄마에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말했어.

④ 선생님은 돌아가는 상황을 훤히 알고 있어.

⑤ 내가 정말 멍청하다고 말했어.

Tips & Clue
conflict 다툼, 언쟁; 갈등

test sheet 시험지 

at fault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stand 참다, 견디다

admit 시인하다, 인정하다

be on top of ~를 훤히 알다, ~에 정통하다

10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I’m sorry for being late. Did you have to wait long?
M	 Not really. I just got here myself. It’s 2:30 and you are only 

10 minutes late.
W	 Do you want to grab something to eat? I think I’ll just 

have a cold coke. It’s really warm today. I’m more easily 
affected by hot weather than cold weather.

M	 The forecast calls for the high temperature to reach above 
30 degrees. It feels like a hot summer day. I think I’ll drink 

the same.
W	 I think spring is behind us already.
M	 The first freshmen semester is almost over and it’s time to 

start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W	 You’re right. By the way, did you have a chance to buy the 

tickets?
M	 Don’t worry. I made a reservation through the Internet.
W	 You are always prepared, aren’t you? What time does it 

start?
M	 At 3:30. We have plenty of time. Take your time and drink 

your coke.

Translation
여  늦어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니?

남  아냐. 나도 방금 도착했어. 지금 2시 30분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

여  뭐 좀 먹을래? 난 시원한 콜라 마실게. 오늘 날씨가 정말 덥다. 난 추위

보다 더위에 더 약하거든. 

남  응, 일기 예보에서 오늘 30도가 넘을 거라고 했어. 정말 한여름 같아. 

나도 같은 걸로 마셔야겠다.

여  벌써 봄도 다 지나갔나 봐.

남  일 학년 첫 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가 됐어.

여  정말 그렇네. 그건 그렇고 표는 사 왔니?

남  걱정하지 마.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해 놓았어. 

여  역시 준비성이 좋구나. 몇 시에 시작하니?

남  3시 30분에 시작해.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마셔.

Tips & Clue
easily affected 쉽게 영향을 받는

call for ~을 부르다; ~을 요구하다 

freshman 신입생, 1학년생 

semester 학기 

take one’s time 천천히 하다, 서두르지 않고 하다 

11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Excuse me, how may I help you?
M	 Yes. I’m looking for a red and white striped shirt.
W	 Well, we don’t have any shirts like that.
M	 Really? What about a black and white striped one?
W	 Look at that shirt over on the rack, please.
M	 Well, the color is great, but the style is quite fancy.
W	 I see, sir.
M	 Do you have a cotton shirt?
W	 Yes, sir. If you want to try it on, you can use the changing 

room.
M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도와 드릴까요?

남  네,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셔츠를 찾고 있어요.

여  저희 가게에는 그런 셔츠는 없습니다.

남  정말요? 그럼 검정과 흰색 줄무늬 셔츠는요?

여  저기 선반에 있는 셔츠를 한번 보세요.

남  색은 예쁜데, 스타일이 너무 화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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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겠습니다, 손님.

남  면 셔츠는 있나요? 

여  그럼요, 손님. 옷을 입어 보고 싶으시면, 탈의실을 이용하세요.

남                 

① 저쪽에 옷이 좀 있어요.

② 어디 보죠. 40달러네요.

③ 왜 안 되겠어요. 그러세요.

④ 어서요, 잘 맞을 거예요.

⑤ 고마워요, 이거 중간 사이즈로 있나요?

Tips & Clue
striped 줄무늬가 있는 

rack 선반, 시렁(= shelf)

fancy 화려한, 눈에 띄는

try on 입어보다(= wear) 

changing room 탈의실(= fitting room)

fit ~에 들어맞다; 적합하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Oh, I left my backpack in the store!
 W I’m afraid you spent too much money.

② W Do you know when she’ll be back?
 M I’m not sure, but maybe in an hour.

③ M What time shall we go to the library?
 W Let’s make it at 5.

④ W I don’t know what to make for dinner tonight.
 M How about ordering something?

⑤ M I’m sorry, but I can’t go see a movie. I’ve got the flu.
 W Don’t be sorry. It’s not your fault.

Translation
① 남 이런, 그 가게에 가방을 놓고 왔어.

 여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② 여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알고 있나요?

 남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시간쯤 후에요.

③ 남 도서실에 언제 갈까?

 여 5시로 하자.

④ 여 저녁 식사로 뭘 만들어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남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어때?

⑤ 남 미안한데, 영화 보러 못 가겠어. 감기에 걸렸거든.

 여 미안해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잖아.

Tips & Clue
backpack 등짐, 배낭 

make it (어떤 일을) 이룩하다; 성공하다; (시간에) 대다 

get[have] the flu 독감에 걸리다 

13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The Emerald is known as a birthstone for May. This gem is 
the most typical green mineral representing the beauty of 
Mother Nature. This precious stone was used for a decoration 

for the first time. It used to be Cleopatra’s most favorite jewel. 
Its colors vary from bluish green to yellowish green. Ones in 
a form of beryl colored green are regarded as the highest in 
quality. It has been regarded as a natural tranquilizer that brings 
peace of mind. Most gems are mined in Colombia. One who 
likes emeralds is a man of keen insight and of great originality.

Translation
에메랄드는 5월의 탄생석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장 전형적

인 초록빛 광물이다. 처음에는 장식에 쓰였으며,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좋아

하던 보석이기도 하다. 청록색부터 황록색까지 다양한 색이 있는데, 연한 청

색을 띠는 것을 가장 좋은 품질로 여긴다. 이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자

연 안정제로 여겨지며, 대부분이 콜롬비아에서 생산된다. 에메랄드를 좋아

하는 사람은 통찰력과 우수한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Tips & Clue
mother nature (만물의 창조주로서) 자연; 자연의 섭리

decoration 장식, 장식품 

bluish 푸르스름한 

beryl 녹주석, 연한 청색

tranquilizer 진정제, 정신 안정제 

mine (광석 따위를) 파내다,채굴하다 

insight 식견, 통찰력

originality 독창성, 창의

14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The sphinx is an enormous stone sculpture in Egypt. It 
measures 66 feet in height and 240 feet in length. It has the 
head of an ancient Egyptian king and the body of a lion. The 
Egyptians built sphinxes to honor kings, queens and other 
important personalities. The animal chosen to be part of the 
sphinx, usually the lion, represented characteristics of the 
honored person.

Translation
스핑크스는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조각물이다. 이 조각물은 높이가 66피트

이고 길이가 240피트이다. 머리는 고대 이집트 왕의 모습이고 몸은 사자 모

양이다. 이집트 인들은 이 스핑크스들을 왕과 여왕, 혹은 다른 중요 명사들

을 기리는 목적으로 세웠다. 스핑크스의 몸체로 선택된 짐승은 주로 사자인

데, 존경하는 인물의 특징을 나타낸다.

① 동물의 왕자를 기념하려고 

② 사자의 위엄을 보이려고 

③ 왕과 중요 인사에게 존경심을 보이려고 

④ 사자와 왕을 매장하려고 

⑤ 피라미드를 대체하려고 

Tips & Clue
enormous 거대한, 막대한

sculpture 조각, 조각술 

honor ~을 존경하다, 숭배하다 

in remembrance of ~의 기념으로

dignity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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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While Jenny’s husband was shopping in an old-fashioned 
hardware store, he noticed a well-dressed man trying to sell 
the clerk a computer. Surprised that a business that handled so 
much merchandise didn’t have a computer, the salesman asked, 
“How do you know when to reorder goods?” What would the 
clerk have said to the salesman?

Translation 
Jenny의 남편이 오래된 시골 철물점에서 쇼핑하고 있을 때, 잘 차려입은 

남자가 점원에게 컴퓨터를 팔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외판원은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면서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것에 놀라면서 점원에게 물었다. “상

품을 재주문해야 할 때를 어떻게 아시지요?” 점원은 외판원에게 뭐라고 대

답했을까?  

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② 가망이 없어요. 

③ 누군가 어떤 제품을 원할 때, 가서 보면 되지요. 

④ 저는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Tips & Clue
old-fashioned 구식의 

hardware store 철물점

notice 알아채다; 주의하다, 주목하다 

well-dressed 복장이 훌륭한 

merchandise 상품; 재고품; 매매 

reorder 다시 주문하다 

tight-fisted 인색한, 구두쇠의 

16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I never really had much of a plan after high school. Following 
my dad’s footsteps, I ended up being a mechanic. I’ve been 
working on cars for seven and a half years. It’s in my blood. 
I’ve been enjoying every minute of it. Don’t think my dad 
wanted me to become a mechanic.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o what you want to do.

Translation 
사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기계공이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자동차 일을 해 왔다. 

이 일은 내 적성에 맞는다. 매순간 일이 즐거웠다. 나의 아버지가 내가 기계

공이 되었으면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Tips & Clue
follow someone’s footstep ~의 뒤를 따르다 

end up 결국 ~하게 되다, 결국 ~에 이르다

mechanic 기계공

in one’s blood 타고난 소질로, 부모에게 물려받아 

17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An idiom is a way of expressing an idea with a group of words. 
Usually the words themselves in an idiom have different 

meanings, but when they are put together, their meaning 
becomes something else. For example, “It’s raining cats and 
dogs!” is an idiom. You know what rain is. You also know 
what cats and dogs are, but put together in an idiom, the words 
become a way of saying that it is raining hard. It has nothing to 
do with actual cats and dogs. Another example is ‘I’m knee-deep 
in work’ which means                                         

Translation
관용구는 어군을 사용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관용구에 쓰이는 단어들은 다른 뜻이 있지만, 단어들이 조합되었을 때는 뜻

이 다르게 변한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같이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관

용구이다. 우리는 비, 고양이 그리고 개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관용어로

서 조합되면 ‘폭우가 내린다’라는 뜻이 된다. 개와 고양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일이 무릎까지 찼다’라는 관용어는                            라는 

의미이다. 

①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② 이곳은 붐비는 곳이다

③ 나는 일이 매우 바쁘다

④ 나는 부츠를 신고 있다

⑤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Tips & Clue
idiom 관용어, 숙어

express 표현하다 

rain hard 심하게 비가 오다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One chimpanzee always liked to brag that it could get more 
fruit than any other animal in the forest. So, an old and wiser 
chimpanzee decided to challenge him to a race. “Let us see who 
can bring back more bananas in one hour,” said the older chimp. 
And so the race began. Quickly, the younger chimp picked a 
bunch of five bananas and carried it back. He continued doing 
this once every five minutes. The older chimp was not quite as 
fast. Every ten minutes he carried back eight bananas. After 45 
minutes, the young chimp decided to stop and eat every banana 
he brought from each trip before continuing. By the time he 
finished, the hour was over and the older chimp called out, “The 
race is over. Let’s see who the winner is.” How many did each 
of the older chimpanzee and younger chimpanzee have in the 
end? 

Translation
한 원숭이는 항상 숲에서 다른 동물들보다 과일을 많이 딸 수 있다고 자랑하

곤 했다. 그러던 중 한 슬기로운 늙은 원숭이가 경쟁하자고 도전을 했다. “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은 바나나를 따 올 수 있을지 경주를 하자.”라고 늙은 

원숭이가 말했다. 그래서 경주가 시작되었다. 즉시 젊은 원숭이는 바나나 다

섯 개를 따서 가져 왔다. 5분마다 한 번씩 반복하였다. 늙은 원숭이는 그렇

게 빠르지 못했다. 그는 10분마다 8개의 바나나를 가져 왔다. 45분 이후부

터 젊은 원숭이는 매번 따온 바나나를 다 먹고 다시 출발했다. 한 시간이 끝

나갈 때 늙은 원숭이가 외쳤다. “경주가 끝났으니 누가 승자인지 보자.” 늙

은 원숭이와 젊은 원숭이는 각자 마지막에 몇 개를 가지고 있었겠는가?  

Tips & Clue
젊은 원숭이는 45분이 지나서부터는 매번 따온 바나나를 다 먹고 출발했으니 더

는 숫자가 늘지 않는다. 45분까지의 총 개수는 4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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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g 자랑하다

challenge 도전하다

bunch 송이, 다발, 무리 

chimp 침팬지(= chimpanzee)

call out 외치다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Your friend pledges $10 to you for a fundraising walk and 25 
cents for each kilometer you walk. You walk 6 kilometers. Which 
expression could you use to find your friend’s contribution in 
dollars?

Translation
당신의 친구는 모금 활동 걷기 대회에서 10달러를 내고, 당신이 1km를 걸

을 때마다 25센트를 더 내기로 한다. 당신은 6km를 걷는다. 당신 친구가 내

는 기부금을 달러로 계산하려면 어떤 공식을 쓰는가?

Tips & Clue
25센트는 0.25달러이므로 10+0.25×6

pledge 약속하다

fundraising 모금 활동

contribution 기부금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Translation
모든 여행자들은 출발하기 전에 적절한 여행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

다. 적절한 보험 증서는 휴가 전이나 휴가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발생하

는 의료 비용과 휴가비의 손해, 그리고 휴일의 취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의 보험 증서와 비상 연락 설명서를 항상 휴대하라. 출발하기 전에, 

당신은 관광 담당자에게 여행 기간을 포함하는 보험 증서의 사본을 제출해

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당신은 그 그룹과 함께 여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Q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자동차 보험의 보상 범위

② 여행사의 선택 

③ 여행자 보험의 필요성 

④ 건강 보험의 조건

⑤ 관광지의 홍보 

Tips & Clue
ensure 확실하게 하다  

adequate 충분한, 적당한 

depart 출발하다, 떠나다  

suitable 적당한  

insurance policy 보험 증서[증권]

coverage 보상  

arise from ~에서 생기다, 일어나다 

prior to ~보다 전에  

loss 손실, 손해 

cancellation 말소, 취소

selection 선택, 선발 

promotion 촉진, 조장, 격려 

TEST 1 1  
Answer Key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③  07 ③  08 ④  09 ②  10 ②

11 ④  12 ①  13 ②  14 ②  15 ④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④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graph is showing the change in speed of seismic wave that 
passes through the earth. What is the reason that S does not 
pass on at the depth of 2900km?

Translation
다음 그림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깊

이 2,900km에서 S가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A층이 고체이기 때문이다.

② B층이 액체이기 때문이다.

③ C층이 고체이기 때문이다.

④ C층이 액체이기 때문이다.

⑤ D층이 고체이기 때문이다.

Tips & Clue 
S파의 전파 매질은 고체이다.

seismic wave 지진파 

pass through ~을 관통하다, 통과하다 

depth 깊이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1	Come and take a look at it, Debby. Do you think it looks 

good on me?
W2	The necklace? It’s really glittery. 
W1	It’s sapphire. Isn’t it beautiful? I got it for my birthday 

present. You know I was born in the month of September.
W2	Who gave you this? Can I try it on, Kate?
W1	Not in your wildest dreams. My dad bought it for me during 

his business trip. He thought it’ll look really good on me. 
W2	OK. I can ask my dad to buy me one, too.
W1	Well, you can try, but remember that your birthday falls in 

April. A diamond is your birthstone. Not only is it expensive 
but also it is really not a proper present for a student. 

W2	It’s not that I want a necklace with my birthstone on it, but 
I just want a pretty necklace.

Translation
여1  Debby, 와서 이것 좀 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니?

여2  목걸이? 진짜 반짝반짝거리네. 

여1  사파이어야. 예쁘지? 생일 선물로 받았어. 내가 9월에 태어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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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2  누가 선물해 준 거야? Kate, 나도 한 번만 해 보자.

여1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빠가 출장 가셨다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사 주신 거야.

여2  알았어. 나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여1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생일은 4월이잖아. 4월의 탄생석은 다이아

몬드고. 다이아몬드는 비싸기도 하지만 학생이 받을 선물은 아니지.  

여2  꼭 탄생석 목걸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예쁜 목걸이가 갖고 싶어.

Tips & Clue
glittery 반짝반짝 빛나는, 번쩍이는 

Not in your wildest dreams.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fall (휴일, 기념일 따위가) ~[어떤 일시]에 해당되다 

birthstone 탄생석 

proper 적당한, 알맞은, 어울리는  

03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M	 Good afternoon, can I help you?
W	 Yes,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Would you do that, 

please?
M	 Definitely, ma’am. Your last name, please?
W	 My family name is Kimbell.
M	 Let me just have a look then, Ms. Kimbell. You have a 

reservation for the second of August, right?
W	 No, there seems to be a minor problem. I reserved for the 

first of August. Can you check that again please? That 
might be helpful.

M	 I checked twice, ma’am.
W	 Oh, then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he first of August?
M	 Sorry, ma’am. All rooms are already booked.
W	 Oh! I see. I’d better try another hotel. Would you cancel the 

reservation?
M	 OK.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네,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손님. 성이 어떻게 되세요?

여  제 성은 Kimbell입니다.

남  한번 찾아볼게요, Kimbell 씨. 8월 2일에 예약을 하셨군요, 맞으시죠?

여  아뇨,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8월 1일로 예약했거든요. 다

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도움이 될 지도 몰라요. 

남  두 번 확인했습니다. 손님.

여  아, 그럼 8월 1일로 예약할 수 있나요?

남  죄송합니다, 손님. 모든 방의 예약이 다 찼습니다. 

여  네. 다른 호텔을 알아봐야겠군요. 예약을 취소해 주시겠어요?

남  알겠습니다.

Tips & Clue
confirm 확인하다, 승인하다

definitely 그럼요, 물론(= certainly)

surname 성(= family name, last name)

minor 작은, 사소한

book 예약하다; (차표 등을) 사다; 기입하다

0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Michael, why don’t you take a break and have some 

watermelon? It’s pretty warm today.
M	 Thanks. It looks very sweet by the looks of it. Where is dad?  
W	 Today is the hottest day of the year. That’s why I bought a 

chicken to cook Samgyetang for dad. It’s his favorite dish, 
but he went out to eat with his friends instead.

M	 I don’t understand dad. He could have you cook for him. 
Instead, he went out to have Samgyetang and has to pay for 
it, too. 

W	 He said that it’s more delicious at his favorite restaurant than 
the one I cook.

M	 So, have you cooked it yet?
W	 No, because neither one of us like it very much.
M	 What did you do with the chicken, then?
W	 Why don’t we deep-fry it for dinner? You like fried chicken, 

don’t you?
M	 Sounds great.

Translation
여  Michael, 오늘 날씨도 더운데 잠깐 쉬면서 수박이나 먹으렴. 

남  고맙습니다. 색깔을 보니 아주 달겠는데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여  오늘이 일 년 중 가장 더운 날이잖니. 그래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삼

계탕 만들어 드리려고 닭을 사 왔는데, 친구분들과 먹으러 나가셨단다. 

남  아빠가 이해가 안 되네요. 엄마한테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을 주고 

삼계탕을 사 드시러 나가셨다니. 

여  내가 해 주는 것보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에서 먹는 것이 더 맛

있다고 하시더라.

남  그래서 요리는 하셨어요?

여  아니, 너나 나는 삼계탕을 별로 안 좋아하잖니.

남  그럼 닭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  저녁에 튀겨 먹자. 너 닭튀김 좋아하잖아.

남  좋아요. 

Tips & Clue
by the look(s) of it 보기에; 그 모습으로 판단하건데 

do with [사람, 물건, 일]을 다루다, 처리하다 

deep-fry 기름을 듬뿍 넣어 튀기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Can I see your library card, please?
	 W		I’m sorry, but this is my first time here.

②	 W	Can you fill me in on the English speech class?
	 M		Sure. Let’s talk over some coffee.

③	 M	I’d like to check out this book, please.
	 W		Can you fill out this form?

④	 W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M		Are you OK? I was worried about you.

⑤	 M		Did you explain your study plan for summer vacation to 
your mom?

	 W		Sure. She is planning too.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 ��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 ��

Translation
① 남  도서관 카드를 보여 주시겠어요?

 여   죄송합니다만, 이곳에는 처음 와서요.

② 여  영어 회화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③ 남  이 책을 대출하고 싶은데요.

 여   이 양식을 기재해 주시겠어요?

④ 여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남   괜찮아요? 걱정했잖아요. 

⑤ 남  여름방학 학습 계획에 대해서 엄마한테 설명해 드렸니?

 여   물론이지. 엄마도 계획 중이야.

Tips & Clue
fill in 대리를 하다, ~을 메우다; ~에게 알리다, 설명하다(on)

over (some) coffee 커피를 마시며 

check out (책 등을) 대출하다 

fill out the form 용지에 기재하다  

06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M	 It’s really horrible. I am really sick of doing this, mom.
W	 Oh, Eric. This is only a check-up. Dr. Smith is just going to 

look at your teeth.
M	 But mom, I feel really nervous.
W	 You shouldn’t have eaten so many sweets and you should 

have taken care of your teeth.
M	 Yes, but I may have cavities, anyway.
W	 Then Dr. Smith will fill them the next day. It won’t hurt.
M	 I am very afraid.

Translation 
남  정말 끔찍해. 저 이거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엄마.

여  Eric. 그냥 검사만 하는 거야. Smith 선생님께서 네 치아를 보시기만 

할 거야.

남  그렇지만, 엄마, 너무 떨려요.

여  그러게 사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치아도 관리를 잘했

어야지.

남  네, 그렇지만 어쨌든 충치가 있을 거예요.

여  그럼 박사님께서 다음 날 충치를 때워주실 거야. 안 아프게 하실 거야.

남 정말 무서워요.

① 초조해하는  ② 안도한   ③ 겁먹은 

④ 혐오스러워하는  ⑤ 단호한 

Tips & Clue
check up 검진, 진단

sweet 단것, 사탕

cavity 충치

fill 채우다, 메워 넣다

impatient 조바심을 내는, 성마른

relieved 긴장이 풀린, 안도하는

disgusted 싫증난; 메스꺼운

determined 결연한(= resolute); 굳게 결심한

07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M	 The meat seems to taste even better when we grill it outdoors 

with family.
W	 Eat slowly, please. Why don’t you turn the meat over? You’ll 

burn it to a crisp.
M	 Can’t you see I’m busy eating? My hands are tied, wrapping 

meat in the lettuce.
W	 You look as if you haven’t had a decent meal for the last 

three days. It must be really delicious for you. OK, I’ll do it.
M	 It stimulates my appetite grilling meat at a riverside campsite 

in the middle of Seoul at night. 
W	 It’s called ‘living a poetical life’ in an old saying. Perhaps 

it’s called a well-being life in today’s term. Please have a 
lot since you’re a growing boy.

M	 I kind of have been feeling unenergetic lately. I think I’m 
going to fill myself up with some good nutrition tonight. 

W	 I don’t think we can afford to do this all the time, but let’s 
try to do it once in a while.

Translation
남  이렇게 가족끼리 밖에 나와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  천천히 먹으렴. 고기 좀 뒤집어 줄래? 다 타겠다.

남  저 먹느라 바빠요. 상추에 고기를 싸 먹느라 손 쉴 틈이 없는 걸요.

여  한 사흘은 제대로 밥을 못 먹은 사람 같구나. 정말 맛있나 보네. 알았다, 

내가 할게.

남  서울 한복판 강변 야영장에서 밤에 고기를 구우니 식욕이 더 당겨요.

여  이런 걸 옛날 말로 풍류라고 하는 거란다. 요즘 말로는 웰빙한 삶이지. 

한창 자랄 나이니까 많이 먹어라.

남  요새 기운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밤 영양 보충 좀 해야겠어요. 

여  항상 이렇게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오도록 하자꾸나.  

Tips & Clue
grill 석쇠로 (고기 따위를) 굽다 

outdoors 야외에서, 옥외로

burn it to a crisp 바싹 태우다, 완전하게 굽다

one’s hands are tied 옴짝달싹 못하다  

lettuce 상추

decent 적당한, 알맞은

stimulate 자극하다

appetite 식욕

poetical 시적인, 시와 같은, 낭만적인 (= poetic) 

old saying 옛말, 옛 속담

unenergetic 활동적이지 않은, 활기 없는

08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Hey, Catherine. You don’t look well today. What’s wrong?
W	 Well, dad. I want to have a little talk with you.
M	 Sure,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young lady?
W	 About Mike.
M	 Mike? Your boyfriend?
W	 Yes. Actually, I don’t feel like continuing a relationship with 

him because he is being selfish. He doesn’t give me any 
chance to think about things betwee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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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ell, that’s a very serious problem you’ve got. First of 
all, you tell him you want to have time alone. Don’t call 
or meet him during that time, and then decide for yourself 
how you feel about him. Don’t be so hesitant and think 
carefully, OK?

W	 Thank you, dad.

Translation 
남  Catherine, 오늘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니?

여  아빠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  좋지. 어떤 얘길 하고 싶나요, 아가씨?

여  Mike에 대해서요.

남  Mike? 네 남자 친구?

여  네. 사실 너무 이기적이라서 계속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 

둘 사이 일에 대해 제가 생각할 기회를 전혀 주질 않아요.

남  그것참, 심각한 문제구나. 우선, 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말

하렴. 그 시간 동안에는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 그런 다음, 

그에 대한 네 감정을 너 혼자서 판단하는 거야. 너무 망설이지 말고, 차

분히 생각해 봐. 알았지?

여  고마워요. 아빠.

Tips & Clue
feel like ~ing ~하고 싶은 마음이다

relationship 연애, 연인 사이; (인간) 관계

selfish 이기적인, 지기만 아는

chance 기회, 계기(= opportunity)

hesitant 망설이는, 주저하는

09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W	 How could you solve such a hard problem in such a short 

time? It’s amazing. I’m really envious of you.  
M	 It also was very difficult for me at first when I was in 

school. But I keep trying very hard. And one day, I realized 
that I was able to 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 You’ll be 
able to do the same if you kept on trying. 

W	 Not really. I studied hard in class, did all the homework, 
and even tried solving problems given by the educational 
TV. But I never can solve difficult problems. 

M	 Although you have passion for learning you need to learn to 
be patient. Rome was not built in a day. If you keep trying 
while being patient you’ll start to understand the heart of a 
question and you’ll meet with good results.

W	 I understand. I already feel much better. I’ll try harder. You’re 
sure to take me to the campus festival when I’m at the top of 
my class?

M	 Of course I am.

Translation
여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죠? 정말 부러워요.

남  나도 학교 다닐 때에는 처음엔 무척 힘들었단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

다 보니 어느 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었어. 너도 계속 노

력하면 가능하단다. 

여  아니요. 저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다 하고, 심지어 교

육 방송에 나온 문제까지 풀어보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풀 수가 없어요. 

남  아무리 배우려는 열정이 있더라도 조급해하면 안 된단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잖니. 침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문제

의 핵심을 알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여  알겠어요. 벌써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더 열심히 할게요. 반에서 1등 하

면 약속대로 대학교 축제에 데리고 가 주시는 거죠?

남  물론이지.

Tips & Clue
envious 부러워하는, 샘내는

passion 열정, 격정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campus festival 학교 축제 

10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ey! Long time no see!
W	 Yeah, what have you been up to?
M	 I had a part-time job during the summer vacation. So what 

did you do during vacation?
W	 Well, as you can easily guess, I stayed at home.
M	 What about your boyfriend, Alex?
W	 I broke up with him.
M	 How awful! I didn’t realize that you two broke up. How 

come?
W	 It was all my fault. You know Jenny? She always asked 

me about him and she had the hots for him. One day, I saw 
Jenny and Alex watching a movie together at the same 
theater. I couldn’t control myself. So the next day, I asked 
him about it, I thought he was lying to me and I said that we’
d better break up. Now I think it wasn’t him at the theater.

M	 I also thought Alex was a liar, but I’m not sure.

Translation 
남  오랜만이다!

여  그래,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

남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 넌 방학 동안 뭐 했니?

여  음, 네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난 집에 있었어.

남  네 남자 친구 Alex는 어때?

여  걔랑 헤어졌어.

남  저런! 너희 둘이 헤어진 줄 몰랐어. 어쩌다가?

여  모두 내 탓이야. 너 Jenny 아니? Jenny가 늘 나한테 Alex에 대해서 

물었었어. 그를 좋아하고 있었거든. 어느 날 Jenny와 Alex가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걸 봤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Alex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지. 난 그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어. 이제 생각하니, 그때 영화관에 있던 사람은 그가 아

니었던 것 같아.

남  나도 Alex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

Tips & Clue
up to ~를 꾀하고, ~에 손을 대고

break up with ~와 헤어지다, 이별하다

How come? 왜?, 어쩌다가?

fault 결점(= defect), 과실(= mistake)

have the hots for ~에게 열을 올리다 

control 제어하다, 통제하다, 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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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Hey, Chris. You’re not busy now, are you? Let’s play Korean 

chess.
M	 There’s an old saying.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You only started learning the game a month ago, 
didn’t you?

W	 Why don’t you hold your comments until we play a game?  
M	 All right, if you so wish. I’ll be glad to remove some of my 

pieces off the board.
W	 No, that won’t be necessary. Let’s make it equal. A good 

marksman may sometimes miss, you know? People do make 
mistakes. A new thief tends to work all night. I practiced a 
lot over a month.     

M	 You aren’t yourself today. Did you decide to include old 
proverbs in every word today? 

W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shape. We can 
practice proverbs while playing a game. It’s like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isn’t it?

M	 OK. Let’s see if your chess skill is as good as your talent 
for words.

Translation
여  Chris, 지금 한가하지? 나랑 장기 두자.

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장기 배운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니?

여  게임을 하기 전엔 그런 말을 말아. 

남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내 장기 알은 몇 개 빼고 둘게. 

여  아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동등하게 두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사람이란 실수하기 마련이라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 

새는 줄 모른다잖아? 한 달 넘게 많이 연습했어.

남  너 오늘 평소 같지 않은걸. 모든 말에 속담을 끼워넣기로 한 거니?

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랬어. 속담 연습도 하고, 장기도 두고. 

일석이조잖아.

남  좋아. 말재주 만큼 장기 실력도 뛰어난지 확인해 보겠어.

Tips & Clue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A good marksman may sometimes mis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Even Homer sometimes nods.)

A new thief tends to work all night.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 

You are not yourself today. 

너 오늘 좀 이상하다, 평소답지 않다.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shape.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일석이조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My head still hurts.
	 M		Actually, I do.

②	 M	Will you be around tomorrow?
	 W		No, I don’t think so. I’ll go to church.

③	 W	How was your meeting with your boss?
	 M		How do you know about it?

④	 M	When do you think it’ll be finished?
	 W		Not anytime soon.

⑤	 W	Why should I do the work?
	 M		It is your responsibility.

Translation
① 여  아직도 머리가 아파.

 남  사실은 네 말이 맞아.

② 남  내일 근처에 있을 거니?

 여  아니, 없을 것 같아. 교회에 갈 거야.

③ 여  사장님과의 회의는 어떻게 됐니?

 남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④ 남  언제쯤 그것이 끝날 것 같니?

 여  금방은 힘들어.

⑤ 여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남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Tips & Clue
be around 부근에 있다, 체재하다 

responsibility 책임감 

1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Before learning the commands, you should know some general 
rules about training a dog. First, always be firm. Being firm 
does not mean being cruel to your dog. It means making sure 
your dog understands that it must obey you. Next, teach only 
one command at a time, and repeat the lesson every day until 
your dog has learned it. Finally commend the dog for his good 
work.

Translation
명령에 관해 배우기 전에 개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언제나 엄격해야 한다. 엄격하다는 것은 개에게 무자비하게 대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개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둘째, 한 번에 하나의 명령만을 가르쳐라. 그리고 개

가 그 명령을 배울 때까지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하라. 마지막으로 개가 잘

했을 때에는 칭찬해 주어라. 

Tips & Clue
specific 구체적인

command 명령

firm 고정시키다, 엄격히 하다

cruel 잔인한

repeat 반복하다

commend 칭찬하다

14 문제 유형 : 추론 

Script
If children were always to be spotlessly clean, to never make 
noises, or to never talk back, there would be something wrong 
with them. They aren’t supposed be born that way. Healthy 
children get dirty. It is a part of their business to play. Wh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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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is afraid to put his hands in the mud, and to shout and run 
with other children, he’s not being normal. Adult’s standards 
should never be imposed upon children.

Translation
아이들이 항상 티없이 깨끗하고,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절대로 말대

꾸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선천적으

로 그럴 수가 없다. 건강한 아이들은 더러워져야 한다. 그것도 놀이의 한 부

분이다. 아이가 손에 진흙을 묻히기를 싫어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뛰노는 것을 꺼린다면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다. 어른의 기준을 아이

에게 강요하면 절대 안 된다.  

Tips & Clue
spotlessly 티없이

talk back 말대꾸하다

get dirty 더러워지다 
mud 진흙

shout 소리지르다

standard 표준, 기준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15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Scientists are attempting to efficiently capture the energy 
produced by the sun. This energy is called solar energy. Every 40 
minutes the sun sends enough energy to earth’s surface to equal 
what the people of the world ordinarily use in one year. We have 
so far only captured a fraction of this solar energy. Scientists 
are continually trying to discover new means of capturing it and 
putting it to use. Some examples of how scientists so far have 
used solar energy are                                                                       

Translation
과학자들은 태양이 생산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포획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이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 부른다. 40분마다 태양은 사람들이 일 년

간 쓸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지구 표면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분의 태양 에너지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에너

지를 포획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

자들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 예는                                                         

Tips & Clue
attempt ~을 시도하다, 노력하다 

capture 잡다, 포획하다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

fraction 소부분, 일부분

continually 끊임없이, 잇따라 

put something to use ~을 사용하다 

16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A piano has 88 keys – 52 white keys and 36 black keys. The 
keys are arranged according to a pattern. After every 7th white 
key, the pattern is repeated. Each white key is given a letter 
name from A to G. When you start continuing all the keys 
from the left side of the piano, the 40th key is called “Middle 
C.” Middle C is used as a starting point when positioning your 
hands on the piano.

Translation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다. 52개는 흰색이고 36개는 검은색이다. 이 

건반들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7번째 흰 건반마다 같은 형식이 반복

된다. 각각의 흰 건반에는 A에서 G라는 알파벳 이름이 주어져 있다. 건반 

맨 왼쪽 끝에서 모든 건반을 세어서 40번째 건반이 ‘중간 C’이다. 중간 C는 

피아노에 손을 올려놓을 때 시작점으로 쓰인다. 

Tips & Clue
arrange 배열하다, 정렬시키다 

pattern 형, 방침, 패턴 

position ~을 특정한 장소에 놓다, 위치시키다 

17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hen there is a thunderstorm, you see lightning. It is a flash of 
light screeching across in the sky. In the past, people perceived 
it to be religious. They thought it was sent by an angry god. 
In the 1700s Benjamin Franklin discovered that lightning is a 
form of electricity. Storms accompanying lightning are in fact 
electrical storms. Scientists today are yet to fully comprehend 
the true nature of lightning. They do not know exactly where it 
originates. And they never can tell where on earth it will strike.

Translation
심한 뇌우가 몰아칠 때 번개를 볼 수 있다. 번개는 하늘을 가르며 소리를 내

는 한 줄기 빛이다. 과거에 사람들은 번개를 종교적인 것으로 여겼다. 사람

들은 진노한 신이 번개를 보낸다고 생각했다. 1700년대에 벤저민 프랭클린

은 번개가 전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은 실

제로 전기 폭풍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번개의 참된 본질을 완벽하게 알아

내지는 못했다. 과학자들은 정확히 어디서 번개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번개가 지구 위 어디에서 칠지 알지 못한다. 

① 번개는 하늘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빛이다. 

② 옛날에는 화난 신이 번개를 내리쳤다.  

③ 번개는 전기이다.  

④ 번개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⑤ 번개 충돌 지점은 예측할 수 없다. 

Tips & Clue
thunderstorm (강풍이 따르는) 심한 뇌우 

lightning 번개

screech 날카로운 소리로 외치다 

religious 종교적인

accompany ~을 동반하다 
comprehend ~을 이해하다, 알다, 파악하다 

originate 일어나다, 시작하다 

strike 치다, 때리다(= hit)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You and three friends are ordering a pizza. The cost of the pizza 
is $15.90, but you have a coupon for $1.50 off. How much 
should each of you pay if you want to divide the total cost 
equally?

Translation
당신과 세 명의 친구들이 피자를 주문하려고 한다. 피자 가격은 15달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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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인데, 1달러 50센트짜리 할인 쿠폰이 있다. 총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내려면 각자 얼마씩 내야 하는가?

Tips & Clue
1인당 부담=피자 가격-할인 쿠폰/친구 숫자+본인=(15.90-1.50)/(3+1)=3.6

divide 나누다, 분할하다, 쪼개다 

total cost 총비용 

equally 평등하게, 공평하게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200g of a% salt water is mixed with 800g of b% salt water. 
What is the amount of salt in the mixture in terms of a and b?

Translation
a%의 소금물 200g이 b%의 소금물 800g과 섞여 있다. a와 b를 써서 섞은 

소금물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Tips & Clue
소금의 양을 x라고 하면 (소금의 양=농도×소금물의 양)이므로 x=(a/100×

200)+(b/100×800)=2a+8b이다. 

mixture 혼합물 

in terms of ~의 항[식]으로; ~의 견지에서, ~의 점[각도]에서 보면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not true about the paragraph?  

Translation
George Washington Carver는 무언가 기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꽃이

나 식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는 농사짓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날 남

부의 농부들은 George Washington Carver가 그랬다는 사실에 기뻐한

다. Carver 덕분에 그들은 좋은 작물을 기르고 있다. 한때는 남부의 농부들

은 면화만을 심었다. 하지만 George Washington Carver는 그들에게 땅

콩이 땅을 비옥하게 해주기 때문에 땅콩을 심으라고 조언했다. 농부들은 그

의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 이 땅콩을 어디

에 써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한번 George Washington Carver가 그들

을 도왔다. 그는 땅콩을 이용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땅콩을 

변형시켜 버터, 사탕, 비누, 기름, 페인트, 잉크, 그 외에 많은 것을 만들었다.  

George Washington Carver는 풀려난 노예였지만 훗날 교사가 되었다. 

오늘날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Q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Tips & Clue
be surrounded with ~로 둘러싸여 있다 

farming 농업 (경영), 농사

appreciative 감사하는; 감상할 줄 아는 

crop 농작물, 수확물  

enrich ~을 풍요롭게 하다 
soil 토양, 땅 

make use of ~을 사용하다 

convert ~을 변화[전환]시키다

freed slave 풀려난 노예 

TEST 12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①  04 ③  05 ①

06 ⑤  07 ③  08 ②  0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④  14 ④  15 ①

16 ②  17 ③  18 ④  19 ④  20 ⑤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figure shown is folded along the dotted lines to form a 
cube. In the cube formed, which face will b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haded face?

Translation
다음 도형을 점선을 따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정육면체

에서 색칠된 면과 마주 보는 면은 무엇인가? 

Tips & Clue 
figure <기하> 도형 

dotted line 점선 

cube 정육면체 

opposite 반대의 

shaded 그늘진, 어두워진 

02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	 Hey, Bonnie.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W	 I’m thinking about going to an island where you have a 

good view of the ocean. How about you, Charles?
M	 Really? Me and David are going to Jeju Island. I have an 

idea. Why don’t we all go together? David is quite familiar 
with the island because he’s been there five times already.  

W	 Sounds good. I’ve been there once. It was such a beautiful 
place. Have you been to the island?  

M	 No, this will be my first visit. I’m really excited about it.      
I’ll finally get to see Mt. Halla.  

W	 Besides Mt. Halla, there are Sung San Sunrise Peak, Cha 
Kwi Island, Woo Island, and so on. There are countless 
tourist attractions.   

M	 Are there really so many places to see?
W	 Besides, there are so many dishes we should try. The place 

is flooded with seafood such as tilefish, cutlass fish and 
mackerels. And the sea cucumbers, sea squirts and abalones 
are caught by woman divers.    

M	 There must be so much fresh seafood because it’s an island.
W	 There also are plenty of fruits like oranges, cactuses and 

pineapples. I promise you won’t regr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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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Bonnie, 여름 방학 때 뭐 할 거니?

여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섬으로 여행 갈까 해. Charles, 너는?

남  정말? 나는 David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는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다 같이 가자. David는 다섯 번이나 가 봐서 제주도 지리를 잘 알

거든. 

여  좋아. 나는 한 번 가 봤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 너는 제주도 가 본 

적 있니?

남  아니, 처음이야. 그래서 너무 기대돼. 드디어 한라산에 가 보는구나. 

여  한라산뿐만 아니라 성산 일출봉, 차귀도, 우도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경거리가 있지.

남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

여  볼거리도 많지만 먹어봐야 할 것들도 많아. 옥돔, 갈치, 고등어 같은 해

산물이 넘쳐나는 곳이거든. 그리고 해녀들이 잡아 오는 해삼, 멍게, 전

복도 있어. 

남  섬이라서 싱싱한 해산물이 많은가 보다. 

여  그리고 귤, 선인장, 파인애플 등 과일도 많아.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Tips & Clue
besides ~외에, ~에 더하여 

peak 산꼭대기, 봉우리

countless 셀 수 없는, 무수한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be flooded with ~로 넘치다, 가득차다 

tilefish 옥돔의 일종 

cutlass fish 갈치 

mackerel 고등어 

sea cucumber 해삼

sea squirt 멍게

abalone 전복의 일종 

cactus 선인장 

03 문제 유형 : 장소 추론 

Script
M	 Excuse me, where can I wash my hands?
W	 Just go straight to the end of the hall. You’ll see the restroom 

on your right.
M	 I don’t want you to disturb your meal, but there is one more 

question.
W	 What is that?
M	 I just spilt water on my trousers. Do you have some tissues 

or something?
W	 Oh, John. I am sorry. I didn’t realize that. Could you just 

give me a minute? I’ll go and get a towel.
M	 Thank you very much.

Translation 
남  미안한데, 어디서 손을 씻을 수 있니?

여  복도 끝까지 곧장 가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

남  식사하는 데 방해해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묻자.

여  뭔데?

남  방금 바지에 물을 쏟았는데 티슈 같은 거 있니?

여  아, John, 미안해. 몰랐어. 잠깐 기다려 줄래? 내가 수건 가져올게.

남  정말 고마워.

Tips & Clue
straight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disturb 방해하다, 막다; 어지럽히다, 교란하다

spill 쏟다, 엎지르다; 흘리다(= shed)

or something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충 가리킬 때> 뭐라더라, 뭐더라

trouser 바지

realize 깨닫다, 이해하다, 분명히 파악하다

04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You’re late, Jack. Have you overslept?
M	 I’m sorry. I left home on time, but something happened on 

my way here. 
W	 What happened?
M	 I dozed off on the bus and forgot to take my bag with me 

when I got off. I left it on the bus.
W	 Oh, no. So, what did you do then? Have you found it?
M	 I called the bus company and took a taxi to the end of the 

bus line, but couldn’t find it.
W	 That’s awful. Was there anything important inside the bag?
M	 I have the wallet in my pocket. There were a few books and 

some odds and end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report I 
have to turn in by next week was in it.  

W	 I’ll try to help you find it tomorrow.
M	 Thanks for the offer. It’s not going to be as difficult this 

time because I’ve done it before. It would still take a lot of 
time to find it though.

Translation
여  Jack, 늦었네. 늦잠 잤니?

남  미안해, 집에서는 제때 나왔는데, 여기 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

여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  버스에서 졸다가 내릴 때 가방을 들고 내리는 것을 깜빡했어. 

여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가방은 찾았니?

남  버스 회사에 전화해 놓고, 택시 타고 종점까지 가 봤는데 못 찾았어.

여  안됐구나. 가방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었니?

남  지갑은 주머니에 있었고, 가방에는 책 몇 권하고 잡동사니만 있었어. 그

런데 문제는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가 그 가방 안에 있었다

는 거지. 

여  내가 내일 가방 찾는 것을 도와줄게. 

남  고마워. 전에 한 번 해 봤으니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방을 찾

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Tips & Clue
oversleep 지나치게 자다, 늦잠 자다

doze off 깜빡 졸다, 선잠을 자다

get off ~에서 내리다 

awful 무서운, 끔찍한

odds and ends  여러 가지 잡다한 일, 여분 

turn in ~을 제출하다,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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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at day is it today?
	 W		 It’s my birthday.

②	 W	Do you think I should get a refund?
	 M		I recommend you to try.

③	 M	Have you been to Yellowstone National Park?
	 W		Yes, I went there last year.

④	 W	Shall I tell you what happened that night?
	 M		I already know about it.

⑤	 M	Thank you for helping me with the math problem.
	 W		No problem at all.

Translation
① 남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여  오늘은 내 생일이야.

② 여  내가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남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③ 남  Yellowstone 국립 공원에 가 본 적 있니?

 여  응, 작년에 가 봤어.

④ 여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까?

 남  이미 알고 있어.

⑤ 남  수학 문제 푸는 것 도와줘서 고마워.

 여  천만에.

Tips & Clue
get a refund 환불을 받다 

06 문제 유형 : 관례 추론 

Script
W	 Did you look around those places that are shown on the 

map?
M	 No. I was too tired to look around those places.
W	 Do you want to take a rest for a while?
M	 I’d rather go back to the hotel and sleep.
W	 Try not to miss it. It is really nice to look at those places. 

They are very famous.
M	 I know, I’ve already looked at those places in the book. No 

more.
W	 All right. I understand. Let’s go back to the hotel.

Translation 
여  지도에 나와 있는 곳들을 둘러봤어요?

남  아뇨. 너무 피곤해서 그곳들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여  잠시 쉴래요?

남  저는 차라리 호텔로 가서 자는 게 낫겠어요.

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곳들을 둘러보는 게 좋아요. 아주 유명한 곳들

이거든요.

남  알아요, 이미 책에서 봤거든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여  그래요. 알겠어요. 호텔로 돌아가죠.

Tips & Clue
look around 둘러보다, 돌아다니며 구경하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한동안

would rather 차라리 ~하겠다, ~하는 게 낫다

miss 놓치다, 빼먹다; 결석하다

famous 유명한, 이름난(= well-known)

0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Hi, may I help you?
M	 Yes, I’m looking for some underwear.
W	 What kind are you interested in?
M	 I’m buying them for my parents.
W	 You look like a student. You must’ve been paid today for 

the first time.
M	 Yes, I have. This is my first pay. I work part time.
W	 Your parents must be so proud of you.
M	 Maybe. Well, it’s easy for me to pick one for my dad, but 

I don’t know what to get for my mom. I need your help, 
please.

W	 This one is pretty popular these days. Do you know how 
tall or how heavy your mom is?

M	 She is about 160cm tall. I’m not sure about her weight, but 
she is an average build.

W	 I think this will fit her nicely. If not, please bring it back 
and exchange it.

M	 Please wrap these for me. Thank you.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속옷을 찾고 있는데요. 

여  어떤 것을 찾으시나요?

남  부모님 드릴 것을 사려고 해요. 

여  학생인 것 같은데. 첫 월급이라도 받았나 봐요?

남  네, 아르바이트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여  부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남  아마도요. 아버지 것은 고르기가 쉬운데, 어머니는 어떤 것을 사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 주세요. 

여  이 상품이 요새 인기가 많아요. 어머니 키와 몸무게를 아시나요?

남  키는 160cm 정도인데, 몸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체격이세요.

여  그럼 이게 잘 맞을 거예요. 안 맞으면 가지고 오세요. 교환해 드릴게요. 

남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Tips & Clue
underwear 속옷

build 체격 

exchange 교환하다

wrap 포장하다 

08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Good morning. ABC High School!
M	 Hello. May I speak to the vice principal, please?
W	 I’m sorry. He is not in. May I take a message?
M	 Yes, please, this is Louis. Please tell him our meeting 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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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t 2:30. And would you ask him to call me tomorrow 
afternoon? My number is 540-3038.

W	 540-3038. Yes, Mr. Louis, I will give him the message.
M	 Thank you very much. Good bye.
W	 Good bye.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ABC 고등학교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죄송합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메시지를 전해 드릴까요?

남  네, 부탁합니다. 저는 Louis라고 하는데요, 모임이 금요일 2시 30분에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전화 부탁한다고 해 주실래요? 

제 번호는 540-3038입니다.

여  540-3038번이요. 네, Louis 씨. 메시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남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  안녕히 계세요.

Tips & Clue
vice principal 교감

tak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09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What’s up? You’ve been wearing a smile all day.
M	 I had a fantastic dream last night. I have a feeling that 

something good will happen to me today.
W	 What’s this great dream about? Could you tell me about it?
M	 Sorry. It’s a secret. It’ll lose its effect once told.
W	 If it’s so good why don’t you buy a lotto ticket today? Who 

knows? You might hit the jackpot.
M	 I did buy one on the way to school. I bought it at the store 

where the winning ticket was sold before.  
W	 Well, since you kept the dream secret you should treat me 

to a really nice meal when you win. Don’t you ever forget 
about it.

M	 Don’t worry about it. Just think of the place you want to go 
for dinner.

Translation
여	 무슨 일이니? 온종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네.

남	 	어젯밤에 기가 막힌 꿈을 꿨거든. 오늘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야.

여	 기막힌 꿈이 뭔데? 말해줄 수 있니?

남	 	미안하지만, 비밀이야. 말해버리면 효력이 사라지니까. 

여	 	그렇게 꿈이 좋았으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지 그러니? 혹시 알아? 대박

을 터뜨릴지도 모르잖아. 

남	 	그렇지 않아도 학교 오는 길에 한 장 샀어. 예전에 1등에 당첨된 표가 

팔렸다는 가게에서 샀지.

여	 비밀로 했으니까 당첨되면 나한테 한턱 내야 해. 절대 잊지 마.

남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저녁 먹으러 갈지나 생각해 봐. 

Tips & Clue
wear a smile 미소를 짓다 

hit the jackpot 대성공하다, 히트를 치다 

treat someone to a meal ~에게 식사 대접을 하다  

10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W	 Did you know that there is going to be a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downtown next week?
M	 Yes, I’ve heard something about it, but I don’t think I’m 

going to go to see it.
W	 Why not? I thought you were really fascinated by Korean 

religion and rituals. Haven’t you written one or two papers 
on the subject?

M	 Three, to be exact. And yes, I am really interested in the 
subject, but in my opinion, these sacred dances should 
not be performed as entertainment. They are far more 
significant for the people who believe in them.

Translation 
여  다음 주에 시내에서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

남  응, 그 얘기 들었어. 그렇지만 난 보러 가지 않을 거야.

여  왜? 난 네가 한국의 종교와 의식에 깊이 매료된 줄 알았는데, 그 주제로 

논문도 한두 편 쓰지 않았어?

남  정확히 말하면 세 편 썼지. 그래, 매료된 것 맞아. 그런 주제에 정말 관

심이 있긴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신성한 춤은 오락거리로 공연되어선 

안 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Tips & Clue
performance 공연

traditional 전통의, 전통적인; 전설의

downtown 도심지, 시내; 상가, 상업 지구

fascinated 푹 빠진, 매료된

ritual (종교적) 의식, 제례

paper 논문, 논설; 신문

to be exact 엄밀히 말하면

sacred 종교적 의식에 관한; 신성한, 성스러운

perform 거행하다, 상연하다; 실행하다

entertainment 유흥, 오락, 재미

significant 의미심장한, 중요한

11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ould you like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with mom?
M	 I’m a little busy today. I was planning to go to a movie with 

my friends since the exam is over.  
W	 Really? I was thinking about buying you the new model 

cell phone you always wanted to have.
M	 No kidding?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going shopping 

with you, mom. Please give me a few minutes. I have to call 
my friends and tell them that I can’t make it to the movies 
today.   

W	 I’m on my way out now. I need to return home in time to 
cook dinner.   

M	 All right, mom. I’ll be right with you. I could call them on 
the way to the store.

W	 I was just kidding. Take your time and call your friends. 
Dad’s going to pick us up after work. We’ll be eating out 
tonight.

M	 Dad’s going, too? That’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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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엄마랑 백화점 갈래?

남	 오늘은 좀 바빠요. 시험 끝나서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여	 	그래? 네가 항상 갖고 싶어하던 신형 휴대 전화기를 사 주려고 했는데.

남	 	정말요? 엄마랑 쇼핑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영화 보러 가지 못한다고 말할게요. 

여	 지금 나가는 길이었어. 시간 맞춰 집에 돌아와서 저녁 해야 하거든.

남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백화점 가면서 전화해도 돼요.  

여	 	농담이란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친구들한테 전화해. 아빠가 퇴근 후

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로 했어. 저녁에 외식할 거란다.  

남	 아빠도 같이 가요? 잘됐네요! 

Tips & Clue
department store 백화점 

eat out 외식하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You look like you’ve lost some weight.
	 W		Thank you. I exercise every day.

②	 W	I am afraid I can’t make it.
	 M		Yes, it’s a matter of time.

③	 M	Do I need to take this course?
	 W		Yes, you do. It’s a requirement course.

④	 W	How can you not remember your girlfriend’s birthday?
	 M		I know I almost forgot. I will get her some presents.

⑤	 M	Wow, your dress looks wonderful. When did you get it?
	 W		Thanks. Last weekend.

Translation
① 남  너 살 좀 빠진 것 같다.

 여  고마워. 나 매일 운동하잖아.

② 여  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남  맞아, 그건 시간 문제야.

③ 남  이 수업을 꼭 들어야 하니?

 여  응, 필수 과목이니까. 

④ 여  어떻게 여자 친구 생일을 기억 못할 수가 있니?

 남  알아, 잊어버릴뻔 했어. 선물을 준비할 거야.

⑤ 남  와, 네 드레스 멋지다. 언제 산 거야?

 여  고마워. 지난주에 샀어.

Tips & Clue
lose weight 체중이 줄다

It’s (just) a matter of time.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이다. 

requirement course 필수 과목

13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Catherine is physically weak. She often skips her Physical 
Education classes. Her teacher often worries about her health. 
There is a final test coming up which counts the most. And the 
PE teacher knows that she is not physically fit for the test. What 
would the PE teacher probably say to Catherine?

Translation 
Catherine은 몸이 약하다. 그녀는 체육 시간에 자주 빠진다. 그녀의 선생님

은 종종 그녀의 건강을 걱정한다. 점수에 가장 중요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체육 선생님은 그녀가 그녀의 몸 상태로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생님은 Catherine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Tips & Clue
physically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skip 건너뛰다, 빼먹다; 서둘러 가다; 급히 옮겨가다 

count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의 값어치가 있다 

PE 체육 교육, 체육(= Physical Education) 

14 문제 유형 : 제목 찾기 

Script
A regular dental visit is very important for preventive dental 
care. Diseases and problems can be found and treated at the 
early stage. Visits to the dentist should begin in early childhood 
and continue through adulthood. X-ray examinations are taken 
when needed but not as a routine matter. X-rays can show 
such things as the extent of tooth decay and bone damage from 
diseases. There may be times when your dentist will refer you 
to a specialist. 

Translation 
치아 정기 검진은 치아 치료의 예방책으로 필수적이다. 질병과 문제점들은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될 수 있다. 치아 검진은 초기 아동기에 시작하여 성인

이 되어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X레이 검사는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된다. X레이 검사를 통해 치아 부식 정도와 치아 

질환으로 인한 상아질의 손상을 알 수 있다. 치과 의사가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유할 때도 있을 것이다. 

Tips & Clue
preventive 예방의, 예방용의 

at the early stage 초기에 
adulthood 성인, 성인기 

routine 일상적인, 판에 박힌

tooth decay 치아 부식 

refer ~ to ... ~를 …에 위탁하다, 맡기다

15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Computers are helpful in many ways. First, they are fast. They 
can work with information much more quickly than a person. 
Secondly, computers can work with lots of information at a 
time. Thirdly, they can store informa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do not forget things the way people do. Also, 
computers are almost always accurate. They are not perfect, of 
course, but they usually do not make mistakes of their own.

Translation 
컴퓨터는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된다. 첫째, 컴퓨터는 빠르다. 컴퓨터는 사람

보다 훨씬 빨리 정보 작업을 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는 동시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셋째, 컴퓨터는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컴퓨터는 사람들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는 거의 항상 정확하

다. 컴퓨터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통 스스로 실수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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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at a time 동시에  

store 저장하다, 기억하다   

accurate 정확한, 틀림없는, 결점이 없는 

16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Greece is one of the countries in southern Europe. It is a very 
mountainous country. Its most famous mountain is Mount 
Olympus, the highest in Greece. It stands 9,567 feet above the 
sea. Athens is the capital and best-known city in Greece. High 
above Athens are the ruins of the Parthenon, an ancient templ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limb to the heights over Athens 
to visit this wonderful building. It was built around 400 B.C. 
The Parthenon measures 237 feet in length and 110 feet in 
width. It stands about 60 feet tall.

Translation
그리스는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 나라는 산이 아주 많은 나

라이다. 가장 유명한 산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올림포스 산인데, 이 산의 

고도는 해발 9,567피트이다.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며 

수도이다. 아테네의 고지대에는 고대 신전 파르테논의 유적들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온 방문객들은 이 훌륭한 건축물을 보려고 아테네 위 이 고지에 올

라간다. 이 건축물은 기원전 400년경에 세워졌다. 파르테논은 길이 237피트, 

넓이 110피트, 그리고 높이는 60피트이다.

Tips & Clue
mountainous 산이 많은

ruin 유적, 폐허 

temple 신전, 사원 

height 고지대, 고원 

17 문제 유형 : 주장 찾기 

Script
Most people believe that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ir 
lives. Under severe stress, most cannot work effectively – or 
at all. Pressured with tight deadlines, heavy workloads, or 
competitive situations, they may suffer from such problems as 
anxiety, sleeplessness, or ulcers. Yet, stress is not necessarily 
bad. Contrary to the popular opinions, people can learn to turn 
stress into a valuable asset in their classrooms and workplaces. 

Translation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심

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은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전혀 생활을 하지 

못한다. 빡빡한 마감 시간이나 과중한 일, 혹은 경쟁적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 불면증, 궤양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강의

실이나 직장에서 가치있게 쓰이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Tips & Clue 
severe 심한

workload 일의 분량

anxiety 불안, 걱정

ulcer 궤양 

contrary to ~와는 대조적으로 

asset 자산, 재산, 가치 있는 것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t the movies, popcorn costs $2.75 and drinks cost $2.50. 
What’s the expression to find the change you will receive from 
$20 if you buy a popcorns and b drinks?

Translation
극장에서 팝콘은 2달러 75센트, 음료수는 2달러 50센트이다. 당신이 20달

러를 내고 a개의 팝콘과 b개의 음료수를 샀을 때 거스름돈을 구하는 식은?

Tips & Clue
팝콘 값은 2.75×a, 음료수는 2.5×b ∴거스름돈=20–(2.75×a+2.5×b)

expression <수학> 식

change 잔돈, 거스름돈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toy factory produced 550 dolls and sold 80% of them. How 
many dolls were sold?

Translation
어느 인형 공장에서 이번 달에 생산한 인형의 총 개수가 550개이고, 이 중 

80%를 판매하였다면, 이 공장에서는 이번 달 몇 개의 인형을 판매하였는가?

Tips & Clue
80%=0.8이므로 550×0.8=440이다.

produce 생산하다

be sold 팔리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best for the topic of the passage ?

Translation
거리를 따라 걸어갈 때 나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한다. 환경 

과학자들은 두 곳의 시카고 공공 주택 단지를 선택했는데, 모두 근처에 나무

가 많은 건물과 사실상 나무가 거의 없는 건물이 있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재산 범죄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 구역과 비교해 식물이 적게 있는 건

물 구역에서 거의 두 배나 더 많았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푸른 나무들은 이웃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궁극

적으로 공동체 내에 더욱 강한 유대를 만들어 낸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더 

잘 감시하고 건물들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Q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Tips & Clue
environmental 환경의     

nearby 바로 가까이의, 바로 이웃의 

violence 폭력 
vegetation 식물, 초목

greenery  <집합적> 푸른 잎[나무], 녹수 

gathering 모임, 회합, 집회

ultimately 궁극적으로

bond 유대, 연분, 결속 
supervise 감독하다, 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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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3 
Answer Key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③  08 ③  09 ③  10 ①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⑤  19 ③  20 ③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subway fare is to be increased from 240% to 300%. What 
is the rate of increase in the fare?

Translation
지하철 요금이 240%에서 300%로 오른다고 한다. 지하철 요금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Tips & Clue
[(300-240)/240]×100 ∴25% 증가

02 문제 유형 : 속담 추론 

Script
M	 You are a lucky girl, Amy.
W	 Why? What are you talking about?
M	 Your parents are getting along very happily.
W	 Aren’t your parents the same way?
M	 Not even. I had to leave home and come to your place 

because they started having an argument over the car issue. 
They even argued about things that had happened a long 
time ago.  

W	 Is that right? I couldn’t have imagined it since they always 
treated me very nicely. 

M	 Mom always believes in saving while my dad has a tendency 
to spend money. Little things sometimes can escalate into a 
big conflict.

W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make them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M	 The basic difference is in the sense of value. Unless one 
side makes some type of concession the problem won’t go 
away. Besides, I don’t think I’m in the position to make a 
comment on the issue. It’s driving me crazy.      

W	 I can understand how you feel.

Translation
남  Amy, 넌 참 좋겠다.

여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  너희 부모님은 화목하게 지내시잖아.

여  너희 부모님은 안 그러시니?

남  전혀. 오늘도 자동차 문제로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까지 다 들춰내 싸우

시는 바람에 너희 집으로 피난와야 했잖아. 

여  정말? 항상 나를 정답게 대해 주셔서 상상도 못했어. 

남  엄마는 항상 절약을 중요시하는데 아빠는 돈을 쓰기 바쁜 경향이 있어

서 사소한 문제도 가끔 큰 갈등으로 번져 버려. 

여  서로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가 도와 드릴 일은 없니? 

남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라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것 같아. 

게다가 나는 부모님께 뭐라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니까 정말 미치겠어.

여  네 심정이 이해돼. 

Tips & Clue
get along 살아가다; 잘 지내다 

argument 논쟁, 언쟁

have a tendency to ~하는 경향이 있다 

escalate into 단계적으로 확대되다, 악화되다 

conflict 싸움, 말다툼 

sense of value 가치관 

concession 양보; 허용, 허가

drive someone crazy ~를 미치게 만들다

03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W	 Hey! Look who’s here!
M	 Hi, Linda! You haven’t changed a bit.
W	 What brings you here?
M	 I heard from Ally that you are running your own restaurant, 

so I just came by to see you.
W	 When did you come back to Korea, Michael?
M	 Last month.
W	 It’s the first time I’ve seen you since we graduated high 

school. It was in 1997, right? And we were 19 years old then, 
right?

M	 Yes, that’s right. Time flies. We are already 26 years old.
W	 I have been working hard.
M	 Anyway, when did you immigrate to New Zealand?
W	 In 1999.

Translation 
여  야! 이게 누구야!

남  안녕, Linda!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여  여기엔 어쩐 일이야?

남  Ally한테 네가 식당을 한다는 얘길 듣고, 너 보려고 한번 들러본 거야.

여  한국엔 언제 돌아온 거야, Michael?

남  지난달에.

여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그러니까 1997년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맞지? 그때는 우리가 19살이었고?

남  그래, 맞아. 세월 참 빠르네. 우리가 벌써 스물여섯 살이라니.

여  난 열심히 일만 했어.

남  그런데 넌 언제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거야?

여  1999년에.

Tips & Clue
Look who’s here! <예기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게 누구야!

run 운영하다, 경영하다

come by 들르다, 방문하다

Time flies.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immigrate 이주하다, 이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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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 유형 : 태도 추론 

Script
W	 Hi, Peter. Long time no see. You don’t look too good.
M	 I know. I stayed up all night preparing for the report. I’m 

just not feeling up to par today.  
W	 I see. Why don’t you go to the nurse’s office and get some 

rest?
M	 No, I can’t. You know that the third period is math class. 

We are starting a new chapter and I don’t want to miss 
it. But I’m starting to have a stomachache on top of this 
headache.  

W	 Why don’t you take it easy? I’ll take good notes and let you 
borrow it. Come on. Let’s head for the nurse’s office.

M	 There’s no need for it. I’m sure it’s either a stress related 
stomachache or a migraine headache.

W	 Well, why did you stay up all night then?
M	 Since I’m not as smart as you I thought I would make an 

extra effort to catch up. School will be over in 4 hours. I’ll 
try to endure the pain.

Translation
여  Peter, 오랜만이다.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걸.

남  응. 어제 밤을 새서 리포트를 작성했더니 오늘 몸 상태가 안 좋네.

여  그랬구나. 양호실에 가서 좀 쉬지그래? 

남  안 돼. 세 번째 수업이 수학이잖아. 오늘 새로운 단원 나가는데 빼먹으

면 안되지. 그런데 이젠 머리뿐만 아니라 배도 아프네. 

여  무리하지 마. 내가 필기 잘해서 빌려 줄게. 자, 양호실로 가자.

남  그럴 필요 없어. 아마 스트레스성 복통이거나 편두통일 거야.

여  그런데 밤은 왜 꼬박 새웠니?

남  너처럼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따라가려면 더 노력해야지. 4시간만 있으

면 수업이 끝나니까 참아 볼래.

Tips & Clue
up to par (컨디션, 몸의 상태가) 좋은, 보통 상태인  

on top of ~에 더하여, 게다가

head for ~로 향하다

migraine headache 편두통 (= migraine) 

make an effort to ~하기 위해 노력하다  

catch up 따라잡다 

endure the pain 고통을 견디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I was wondering if you’d b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with me.

	 M		I’d love to. Thank you for asking me.

②	 M	Mandy, shall we go to the movies tonight?
	 W		I love drama.

③	 W	Why didn’t you tell me the truth?
	 M		I was afraid of being laughed at.

④	 M	I need to go to the library this afternoon.
	 W		OK. I’ll give you a ride.

⑤	 W	I’d like to buy a Samsung personal computer.
	 M		We carry them in several different models.

Translation
① 여  나랑 그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남  나도 가입하고 싶어. 물어 봐 줘서 고마워.

② 남  Mandy, 오늘 밤에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여  난 드라마가 좋아.

③ 여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니?

 남  비웃음을 받을까봐 두려웠어.

④ 남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 가야 해.

 여  그래. 내가 태워다 줄게.

⑤ 여  삼성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요.

 남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Tips & Clue
give someone a ride ~을 차로 데려다 주다, 태워 주다

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 (= PC)

carry (상점에) ~을 가지고 있다, ~을 팔고 있다 

06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1	Hi, David. This is my fiancée Susie. Susie,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David. He’s good at singing.
W	 Hi, David, nice to meet you.
M2	Nice to meet you, too. Congratulations. I heard you guys 

are getting married.
M1	Thanks a lot. So I just want to ask you one thing.
M2	Do you need a wedding singer? I’d love to do that for a 

friend!
W	 Really? Thanks. That’s wonderful!
M1	Thanks, David!

Translation 
남1  안녕, David. 이쪽은 내 약혼녀 Susie야. Susie, 내 친구 David를 소

개할게. 노래를 아주 잘하는 친구야.

여  안녕하세요, David, 만나서 반가워요.

남2  저도 반가워요. 축하해요. 두 분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남1  고맙다.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남2  결혼식 축가 불러줄 사람이 필요해? 친구를 위해 기꺼이 불러주지!

여  정말이요? 고마워요, 정말 잘 됐네요!

남1  고맙다, David!

Tips & Clue
fiancé (남자) 약혼자 (↔ fiancée (여자) 약혼자) 

be good at ~를 잘하다, ~에 능통하다

get married 결혼하다

wedding singer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사람

07 문제 유형 : 속담 추론 

Script
W	 Congratulations, Jonathan. You have succeeded in the 

entrance exam to the school you wanted to go to. You’ve 
really worked hard for it.

M	 Thanks mom. Thanks to your support, I was able to do it.
W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are the one who staye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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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at night studying hard toward your goal.
M	 No, mom. I know I tried hard myself, but you’re the one 

who always gave me a word of encouragement whenever 
I got a bad grade. You always said, “I know you can do 
it,” or “That’s a great accomplishment.” Your encouraging 
words have been a great help to me.      

W	 I’m so proud of you. You are the guest of honor tonight. We 
need to celebrate . What would you like to do?

M	 Nothing, really. I just need a good night sleep.

Translation
여  축하한다, Jonathan. 가고 싶은 학교 입학시험에 통과하고. 정말 열심

히 공부했구나. 

남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여  무슨 얘기니? 밤잠을 설쳐가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너

란다. 

남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격

려해 주신 분은 엄마니까요. “너는 할 수 있단다.”, “정말 잘했구나.”, 항

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엄마가 해 주신 말씀이 정말 힘이 됐어요.

여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오늘 밤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축하해 줘야겠다. 

뭐 하고 싶니?

남  아무것도요. 그냥 푹 자고 싶어요.

Tips & Clue
entrance exam 입학시험 

thanks to ~의 덕택에, ~때문에  

encouragement 격려 

accomplishment 성취, 업적

guest of honor (만찬회, 모임 따위의) 주빈; 귀빈

08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M	 Hey, what’s up?
W	 Nothing much, and you?
M	 I’m fine. Why didn’t you come to my party last night?
W	 I couldn’t go because I had a problem that I had to solve.
M	 What’s that?
W	 I don’t have any dresses, so I was anxious about going last 

night.
M	 Hey, you didn’t need to wear a formal dress.
W	 Well, to tell you the truth, I’m too shy to talk with people. 

Whenever I try, I lose my courage.
M	 So, you aren’t going to talk with people?
W	 I really want to, but I’m shy. I sometimes practice talking 

with people. I always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and try 
to do my best.

Translation 
남  별일 없었어?

여  뭐 별로, 넌?

남  난 잘 지냈어. 너 어젯밤에 내가 연 파티에 왜 안 왔어?

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못 갔어.

남  그게 뭔데?

여  드레스가 하나도 없어서, 어젯밤에 가기가 너무 걱정스럽더라고.

남  정장 드레스는 안 입어도 됐는데.

여  사실은 너무 부끄러움을 타서 사람들하고 말을 못해. 해보려고 할 때마

다, 용기가 안 나.

남  그럼 사람들하고 말 안 할 거니?

여  정말로 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 가끔 사람들과 말하는 연습을 해.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Tips & Clue
be anxious about ~를 걱정하다, 염려하다; ~를 불안해하다

formal 정식의, 격식을 갖춘, 의례적인

to tell you the truth 사실, 사실상(= in fact)

shy 부끄러움을 타는, 수줍어하는

courage 용기, 담력, 배짱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다

09 문제 해결 : 내용 불일치 

Script
W	 I heard that you guys saw a movie during the essay class.
M	 Yes. It just finished. The movie was called ‘Shilmi-do.’
W	 I saw it, too. It gave me mixed feelings after the movie. 

How did you like it?
M	 I don’t know. I already watched it before at the theater. It 

didn’t strike me that hard emotionally this time around. I 
know that it’s an inevitable cross section of tragedy of a 
divided country. I felt bad for each individual’s sufferings. 
The family members had no way to complain about the 
injustice either. 

W	 I feel the same way. Each individual’s deep sadness made 
me heartbroken. I cried my heart out throughout the movie.  

M	 By the way, what was the main subject of the report about 
the movie? If it’s the same subject as ours why don’t we 
work on it together?

W	 OK. I’ll see you after school on Saturday.

Translation
여  논술 수업 시간에 영화 봤다며?

남  응. 조금 전에 끝났어. ‘실미도’라는 영화야.

여  나도 봤어.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 너는 어땠니?

남  잘 모르겠어. 전에 극장에서 한 번 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격한 

감정이 들지는 않더라고. 분단국가의 비극이라는 어쩔 수 없는 단면이지. 

개개인의 아픔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 남은 가족들은 부당함을 호

소할 방법도 없고. 

여  동감이야. 개개인의 깊은 슬픔에 가슴에 저려 와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많이 울었어.

남  그나저나, 영화에 대한 리포트 주제가 뭐였니? 우리 반이랑 주제가 같

으면 같이 작성하자.

여  좋아. 토요일 방과 후에 만나자.

Tips & Clue
mixed feeling 뒤섞인 감정

strike ~에 감명을 주다 

inevitable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cross section 횡단면

tragedy 비극

divided 분리된 

suffering 괴로움, 고통

injustice 부당함,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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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ell, Susie. I’ve found the problem with your computer.
W	 What is it?
M	 It’s a virus.
W	 So, how can I fix it?
M	 I’m going to reinstall the new program for Windows. You 

should back up your files.
W	 Well, before you do that, could I use the Internet for a 

while?
M	 OK. I think your computer is quite old. Where did you buy 

it?
W	                                                 

Translation 
남  음, Susie. 네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냈어. 

여  뭔데?

남  바이러스가 있어.

여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남  윈도 프로그램을 새로 깔 거야. 네 파일을 백업시켜 놔.

여  저기, 그거 하기 전에, 인터넷 좀 잠깐 쓸 수 있을까?

남  그래. 네 컴퓨터 정말 오래된 것 같다. 어디서 샀니?

여                               

① 시내에 있는 컴퓨터 가게에서 샀어.

② 돈 엄청나게 주고 샀어.

③ 지난달에 샀어.

④ 내 생각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 

⑤ 편하게 있도록 해. 

Tips & Clue
fix 고치다(= repair); 고정하다

reinstall 다시 설치하다, 재장착하다

back up 백업하다, 따로 저장해 두다

pay though the nose 엄청난 돈을 치르다, 바가지를 쓰다

make oneself at home 편하게 하다(= feel comfortable)

11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ow may I help you?
W	 I’m here for my child. His teacher called and advised me to 

make sure that my child gets enough sleep at night so that 
he doesn’t keep falling asleep during class. I think he gets 
plenty of sleep at night. He sleeps for 7 or 8 hours. Even on 
weekends he takes more time taking a nap than out playing.

M	 Is that so? You need to run some tests to accurately identify 
the problem. In my opinion, your son’s problem with 
sleepiness is caused by a severe stress or a depression. 
Sometimes the day sleepiness is caused by lack of sleep by 
staying up all night reading or playing computer games.  

W	 What do you suggest we do, doctor? 
M	 Let’s do some psychological tests and have his brain waves 

tested. In a severe case, one can have problem with studying 
or interpersonal relations. 

W	 Thank you, doctor.

Translation
남	 어떻게 오셨나요?

여	 	우리 아이 때문에요. 아이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밤에 충

분히 잘 수 있도록 해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를 하시

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는 것 같거든요. 7~8시간 정도 자니

까요.  주말에도 밖에서 놀기보다 낮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남	 	그래요? 검사를 해 봐야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드님이 졸려 

하는 문제는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낮 졸림증은 

밤새 책을 읽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잠이 부족해 종종 생기거든요. 

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남	 	우선 심리 검사나 뇌파 검사를 해 보도록 하죠. 심한 경우에는 학업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	 감사합니다, 선생님.

Tips & Clue
take a nap 낮잠자다

accurately 정확히, 틀림없이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severe 심각한

depression 의기소침, 우울

psychological 심리학(상)의, 심리학적인

brain wave 뇌파

interpersonal relation 대인 관계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Can you tell me how to buy products on-line?
	 W		Do you have an account for the service?

②	 W	Tell me what happened. It will make you feel better.
	 M		No. Just leave me alone.

③	 M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		I’m really in a hurry.

④	 W	I’ll quit studying and be a movie star.
	 M		You are not being serious, are you?

⑤	 M	What do you think of Stanton?
	 W		He is something else.

Translation
① 남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방법 좀 알려 줄래?

 여  서비스가 가능한 계좌를 가지고 있니?

② 여  무슨 일인지 말해 봐. 그러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야.

 남  싫어. 그냥 날 내버려 둬.

③ 남  약속 시간이 언제니?

 여  난 지금 급해.

④ 여  나 공부 그만두고 영화배우가 될 거야.

 남  진담은 아니겠지?

⑤ 남  Stanton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여  그는 보통 애가 아니야.

Tips & Clue
appointment 임명, 선정; 약속, 예약  
in a hurry 급히, 서둘러 

something else 특별한[훌륭한] 것[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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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제 유형 : 격언 추론 

Script
The waiter brought the bill at the end of the evening. When 
the young man saw how much he had to pay he turned pale in 
shock. The waiter, who was watching his face, for fear that he 
might faint, the waiter quickly poured a glass of ice-cold water 
in a cup and poured it over the young man’s head. Then he took 
the bill back and added more to it. Iced water: $6.

Translation 
웨이터는 그날 저녁 시간이 끝날 무렵에 청구서를 가져왔다. 내야 할 금액을 

보았을 때 그 청년은 깜짝 놀라 하얗게 질렸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던 웨이

터는 그 청년이 기절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재빨리 컵에 얼음물을 부어서 청

년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웨이터는 청구서를 다시 가져가서 다음을 

추가했다. 얼음물: 6달러.  

① 수고가 없으면 이득도 없다.  

② 시장이 반찬이다.    

③ 엎친 데 덮친 격이다. 

④ 전화위복   

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Tips & Clue
turn pale 창백해지다 

in shock 충격을 받아 

for fear that ~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faint 기절하다

pour (물을) 붓다, 쏟다, 따르다 

14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know that summer is a rainy time of the year. A storm is 
moving in and is about to strike our town. It will spread over 
nearby towns as well. Be ready for strong winds. There may be 
a streak of lightning. Then you may hear the crash of thunder. 
The rain will really come down hard. There will be many 
puddles to splash in when the storm is over. The heavy rain will 
splatter mud from the garden up against the house. You will not 
have to water your plants today!                                                    

Translation
여름은 일 년 중 우기이다. 폭풍이 다가와서 우리 마을을 곧 강습할 것이다. 

폭풍은 주변 마을로도 퍼져 나갈 것이다. 강풍에 대비해야 한다. 번개도 칠 것

이다. 그리고는 천둥의 굉음이 들릴 것이다. 이어서 폭우가 내릴 것이다. 폭풍

이 지나가면 곳곳에 물을 튀길 웅덩이가 생길 것이다. 폭우는 정원의 흙탕을 

집에 튀길 것이다. 적어도 오늘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폭풍이 더 와야 한다.

② 나무에 물을 줄 필요가 없도록 폭풍이 더 와야 한다.

③ 그것이 폭풍의 유일한 긍정적인 면일 것이다.

④ 폭풍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⑤ 우리는 물을 아껴야 한다.

Tips & Clue
strike 치다, 때리다, 급습하다 

a streak(flash) of lightning 한 줄기 번개 
crash of thunder 천둥의 굉음

puddle 웅덩이

splash ~을 튀기다

splatter ~을 튀기다

15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This summer my family is fixing up the house and yard. We 
want to make them look better. My brother, sister, and I offer to 
help. We use a hammer and nails to make a new mailbox. We 
help scatter grass seeds on the lawn. Then we water the lawn 
with a rubber hose. Our friends come to see how we are doing. 
They bring fresh baked bread spread with butter. Another friend 
brings us a pair of old slippers that our dog buried in the yard. 
We ask our friends to join us for this evening’s dinner.

Translation
이번 여름 우리 가족은 집과 정원을 수리하기로 했다. 우리는 집과 정원을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한다. 나의 형, 누나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돕기로 했다. 

우리는 망치와 못을 사용해 새 우편함을 만든다. 그리고 잔디에 씨를 뿌리는 

일도 돕는다. 그런 후 고무호스로 잔디에 물을 준다.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구경하러 온다. 그들은 방금 구운 빵에 버터를 발라서 가져온다. 또 한 

친구는 우리 개가 마당에 묻어 둔 헌 슬리퍼를 찾아서 가져온다. 우리는 친

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Tips & Clue
mailbox 우편함 
scatter seeds 씨를 뿌리다

lawn 잔디 

be spread with ~로 덥다, ~을 바르다  

bury 묻다 

16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agic is as popular today as ever. One favorite kind of magic 
depends on magician’s skills with his or her hands. Card tricks 
and balls disappearing under cups are old favorites. A good 
magician looks and acts the part. Dressing all in black or 
remaining silent during the performance gives an air of mystery. 
Some magicians like playing strange music as well. When 
something doesn’t do what you think it should do, that’s magic.  

Translation  
오늘날 마술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있다. 인기 있는 마술은 마술사의 손

재주에 달렸다. 카드 속임수나 컵 아래에서 공이 사라지는 것 등은 오래된 

인기 마술이다. 훌륭한 마술사는 마술의 일부처럼 보이고 행동한다. 온통 검

은 옷을 입거나 마술 공연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신비스러운 분위

기를 연출한다. 어떤 마술사들은 이상한 음악을 트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마술이다.   

① 오늘날 마술은 인기가 없다. 

② 마술사는 큰 손을 가지고 있다. 

③ 어떤 마술사들은 마술을 위해 음악을 이용한다. 

④ 훌륭한 마술사는 신비에 싸인 사람이다. 

⑤ 마술사는 큰돈을 번다.  

Tips & Clue
disappear 사라지다 

remain silent 침묵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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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흥행, 공연  

an air of mystery 신비스러운 분위기 

make big money 큰돈을 벌다 

1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Ancient people had no way of physically drawing a picture of 
the animals they saw. They had to describe them aloud. As with 
all stories, these were changed with each telling. Bit by bit, the 
stories became myths. The horned creatures were described 
as having magical powers. The horn was supposed to protect 
people from sickness. It also was said to clean water and to 
protect people from poison.     

Translation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본 동물의 모습을 물질적으로 그릴 방법이 없었다. 그

들은 그 동물들을 소리를 내어 묘사해야 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것도 말을 할 때마다 바뀌었다. 조금씩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다. 뿔이 달린 

짐승은 마법의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 뿔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을 독

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었다. 

① 고대 사람들은 서로 동물에 관해 이야기했다. 

②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다. 

③ 고대 사람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④ 고대 사람들은 뿔이 신비롭다고 생각했다. 

⑤ 뿔은 고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Tips & Clue
describe 묘사하다, 말로 설명하다  

aloud 큰 소리로 

bit by bit 조금씩  

myth 신화  

creature 생물, 창조물  

magical 마술적인, 신비한   

protect 보호하다  

poison 독, 해악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Ink was dropped into two beakers, at the same time, that 
contain water with different temperatures. When observed after 
a while, the ink was diffused better in the beaker that contained 
water with a higher temperature. Which one of the explanations 
is true?

Translation
온도가 다른 물이 들어 있는 두 개의 비커에 동시에 잉크를 떨어뜨렸다. 잠

시 후에 관찰하였더니 온도가 높은 물이 들어 있는 비커에서 잉크가 더 잘 

퍼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Tips & Clue
온도가 높으면 잉크 분자의 활동이 빨라져 잉크가 더 잘 퍼진다. 

beaker (화학 실험용) 비커 

at the same time 동시에 
diffuse 퍼지다, 확산시키다 

molecule 분자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of the middle school Charles 
attend is a. If b% of these students are boys, how many girls 
attend the middle school in terms of a and b?

Translation
Charles가 다니는 중학교의 전교생은 a명이다. 이 중 b%가 남학생이라면 

Charles가 다니는 중학교의 여학생 수는?

Tips & Clue
남학생 수는 a×b/100이므로 여학생 수는 a-(a×b/100)이다. 

attend 출석하다, (학교 등에) 가다, 다니다 

in terms of ~의 항[식]으로; ~에 의하여; ~으로 환산하여; ~의 견지에서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the topic sentence of the passage? 

Translation
특이한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구성하는 지역 사회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함으로

써 시장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국가, 지역 사회와 개

인이 독특한 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

역적이고 개인적인 차이점들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난제 중 

하나는 단지 “포괄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하나의 크기로 모든 것에 

맞추는 전략을 피하는 것이다. “선진”이나 “신흥”이라는 단어를 써서 국가를 

분류하는 것도 위험하다. 좀 더 상세히 분석을 해 보면, “신흥” 국가들은 서

로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수많은 독특한 개인들과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Q 이 글의 주제문은 무엇인가? 

Tips & Clue
guarantee 보증하다     

vital 중요한    

responsiveness 반응성     

suited for ~에 적합한 

make up 구성하다    

one-size-fits-all 하나의 크기로 모든 것을 맞추는 

place emphasis on ~을 강조하다   

categorize 범주화하다, 분류하다 

developed 고도로 발전한, 선진의 

emerging 신생의, 신흥의 

analysis 분석

vastly 광대하게; 매우, 대단히 

be composed of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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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4 
Answer Key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④  08 ④  09 ⑤  10 ③

11 ①  12 ③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②  19 ②  20 ①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If circle O is inscribed in quadrilateral ABCD as shown, and 
AB equals 7cm, BC equals 10cm and AD equals 5cm, what is 
the length of CD?

Translation
다음처럼 원 O가 4변형 ABCD에 내접하고 A

―
B=7cm, B

―
C=10cm, 

A
―
D=5cm일 때, CD의 길이는?

Tips & Clue
외접사각형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 같으므로 A

―
B+C

―
D=A

―
D+B

―
C, 7+C

―
D=5+10 

∴C
―
D=8cm

inscribe 내접하다

quadrilateral 4변(형)의 

02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The whole magazine is covered with diet related ads.
W	 I think it’s because people are so concerned with dieting 

these days.
M	 I don’t quite understand it. In many cases, people who are 

not really overweight think they are.  
W	 Because people prefer an extremely thin figure nowadays.  

I think the criteria for personal beauty has changed.  
M	 That’s right. In the past slight chubby figures were considered 

as being beautiful and was the symbol of beauty.  
W	 Nowadays, tall and thin figures are considered being beautiful 

and everyone is rushing into going on a diet.    
M	 The idea of going on a diet is to stay healthy. But a lot of 

people simply want to lose weight by skipping meals or 
taking some sort of weight-pills.   

W	 It produces side effects like lack of appetite. It can starve a 
person to death. 

M	 I take this to be so ironic.                                                        

Translation
남  잡지에 온통 다이어트에 관한 광고뿐이야.

여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

남  난 잘 이해가 안 가. 대부분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본인은 뚱

뚱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여  요즘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이겠지. 개인적인 미의 기준

이 달라진 것 같아. 

남  맞아. 과거에는 약간 통통한 여자를 아름답다고 여겨서 미의 상징이었

는데. 

여  이제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를 미인이라고 하니, 모두 다 살을 빼려고 

덤비는 거야. 

남  다이어트는 본래 건강을 위해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끼니를 

굶거나 체중 감량제를 먹어서 살을 빼려고만 하잖아. 

여  식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겨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 

남  이건 정말 아이러니다.                                                                  

Tips & Clue 
overweight 과체중의 

criteria (판단, 평가 따위의) 표준, 기준 (criterion의 복수형) 

chubby 통통한, 토실토실한

rush into 급히 ~하다, 성급하게 ~하다 

skipping meals 끼니를 거르다 

weight-pill 체중 조절용 약

side effect 부작용 

starve someone to death ~을 굶어 죽게 만들다 

ironic 반어의; 빈정대는 

03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	 Well, I have a test next Monday, so I should study this 

weekend.
W	 Don’t you know that we’re having a dance party at school 

at five on Sunday?
M	 Wow! Are you sure?
W	 Yeah, pop stars are coming, too.
M	 Wow! That will be great!
W	 So you can finish studying for the test, and then have fun 

on Sunday.
M	 But I’m not sure whether I will go or not. I am really 

worried about the test.
W	 I can tell you the important parts in each chapter, and you 

will feel more comfortable.
M	                                         

Translation 
여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남  글쎄,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서 주말에 공부해야 해.

여  일요일 5시에 학교에서 댄스파티 있는 거 몰라?

남  와! 정말이야?

여  그래, 팝 스타들도 올 거야.

남  와! 굉장하겠다!

여  그러니까 시험공부 끝내고 일요일에 재밌게 놀아.

남  그렇지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험 때문에 정말 걱정이거든.

여  내가 각 장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줄게.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남                                                      

① 시험에서 낙제할 게 틀림없어.

② 나는 춤추는 법을 못 배웠어.

③ 미안한데, 난 선약이 있어서.

④ 넌 일요일에 춤추러 가야 해.

⑤ 고마워, 그래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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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chapter (책을 구성하는) 장

comfortable 마음이 편안한

0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What’s the best beef you have here?
W	 Well, all of our beef is delicious. We only serve meat from 

Korean beef cattle.
M	 Let us have two servings of plain beef ribs and two servings 

of seasoned beef ribs. We don’t need too much of the side 
dishes.

W	 Well, most customers want more of everything. You are a 
bit unusual.

M	 We waste food so much every day. Treatment of food waste 
costs as much as building a new expressway from Seoul 
to Busan. I believe that people should not waste restaurant 
food either.

W	 It was a good advice. I’ll be right back with your order.

Translation
남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고기가 뭔가요?

여  저희 가게 고기는 모두 맛있어요. 한우만 쓰기 때문이죠.

남  그러면 생갈비 2인분에 양념 갈비 2인분을 주세요. 반찬은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  대부분 손님은 뭐든지 더 달라고 하시는데, 좀 특이하시네요. 

남  매일 많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서울에

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만큼 든다고 해요. 음식점의 음식

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  좋은 지적이네요. 주문하신 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Tips & Clue
beef cattle <집합적> 육우(肉牛)

serving (음식의) 1인분

rib (뼈째의) 갈비살 

seasoned 조미한, 맛을 들인

side dish (주요리의) 곁들임 요리; 반찬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s something bothering you?
	 W		Oh, how did you figure it out?

②	 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lection?
	 M		Well, we’ll wait and see.

③	 M	How was the party? Sounds like you had a great time.
	 W		We surely did.

④	 W	You won’t believe who I saw today.
	 M		You can’t trust the person.

⑤	 M	How long will you need it for?
	 W		For a few days.

Translation
① 남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여  어머, 어떻게 알았어?

② 여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  글쎄요, 지켜봐야죠.

③ 남  파티는 어땠니? 재미있었던 것 같던데.

 여  정말 그랬어.

④ 여  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지 믿지 못할걸.

 남  넌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⑤ 남  얼마 동안이나 그것이 필요하니?

 여  며칠이면 돼.

Tips & Clue
bother ~을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figure out 이해하다, 해결하다 

election 선거 

06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Excuse me, sir. I am new here. I am looking for a good 

restaurant.  
M	 What is your favorite food?
W	 I heard busan is famous for seafood.
M	 Then I’d recommend Kim’s restaurant. It has a nice ocean 

view. 
W	 How about the Best Seafood restaurant?
M	 I often go there. That’s a nice one, too.
W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에 초행이거든요. 좋은 식당을 찾고 있는데요.

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여  부산은 해산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남  그럼 Kim’s 레스토랑을 추천하고 싶군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도 좋아요.

여  The Best Seafood 레스토랑은 어때요?

남  저도 거기 자주 가요. 거기도 괜찮은 식당이죠. 

여                                                        

① 저는 거기에 돈을 걸게요.

② 저는 생선을 못 먹어요.

③ 좋아요, 정 그렇다면요!

④ 그럼 그곳에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⑤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Tips & Clue
I am new here. 여기는 처음 와봐요, 여기는 생소해요.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충고하다(= advice)

bet money on ~에 돈을 걸고 내기하다; ~를 장담하다

stomach 삼키다, 먹다, 소화시키다

put oneself in one’s shoes ~의 입장이 되어 보다

07 문제 유형 : 속담 추론 

Script
W	 Boy, it’s cold. The winter is here for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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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at’s right. The temperature dropped below zero. It’ll 
snow this weekend.

W	 I noticed that the street vendors started selling roast sweet 
potatoes near the bus stops. 

M	 Well, should we buy some?
W	 Sounds good. I like it very much.
M	 It particularly tastes better when it’s very cold.
W	 Wait a minute. They are not here today. Instead, they are 

selling roast chestnuts.
M	 Then why don’t we buy roasted chestnuts instead?

Translation
여  추워라. 완연한 겨울 날씨네.

남  그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이번 주말에는 눈도 올 거래.

여  버스 정류장 노점에서는 군고구마도 팔기 시작했던데. 

남  우리 군고구마 좀 사 먹을까?

여  좋지. 나도 아주 좋아해.

남  몹시 추울 때 먹는 군고구마가 특히 더 맛있거든.

여  잠깐만. 오늘은 군고구마 파는 사람이 없네. 대신 군밤을 팔고 있어.

남  그런 군밤이라도 사 먹는 건 어때? 

Tips & Clue
street vendor 가두 판매소, 노점 

roast 구운, 볶은 (= roasted)

sweet potato 고구마

particularly 특히, 그 중에서도

chestnut 밤 

08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ey! This is not a parking area.
M	 I’m just waiting for my children.
W	 Please move your car, and park in the parking lot. It’s very 

dangerous to park here.
M	 They will be here in a minute. Just give me a few more 

minutes.
W	 I have to carry out my duties competently.
M	 So do I.
W	 Then I’ll have to give you a ticket.
M	 If you give me a ticket, you’ll have to give the others tickets, 

too. See?
W	                                           

Translation 
여  이봐요! 여기는 주차 구역이 아니에요.

남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  차를 빼서 주차장에 대 주세요. 여기에 세워 놓으시면 매우 위험해요.

남  아이들이 금방 올 거예요. 몇 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여  저는 제가 맡은 임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남  저도 마찬가집니다.

여  그렇다면 딱지를 끊는 수밖에 없네요. 

남  저한테 딱지를 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딱지를 끊어야 할 겁니다. 보

이세요?

여                      

① 행운을 빕니다.

② 그런 말 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③ 모든 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④ 저 차들은 불법 주차로 이미 딱지 떼었습니다.

⑤ 내 일생일대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다니!

Tips & Clue
carry out 수행하다, 이행하다

duty 의무, 본분; 의리

competently 경쟁력 있게, 제대로

ticket (위반) 딱지; 호출장

cross one’s fingers (중지를 인지에 포개고) 좋은 결과[행운]를 빌다

there is no use in ~ing ~해 봐야 소용 없다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는

illegal 불법의, 위법의; 법으로 금지된

once-in-a-lifetime chance 일생일대의 기회

09 문제 유형 : 추론 

Script
W	 Hey, Tyler. You’re making a pig of yourself.
M	 No, this isn’t that much.
W	 I heard that obesity is hereditary. Are your parents also a bit 

overweight?
M	 No, to the contrary they both have good figures.
W	 Then, why are you the way you are? You’d look much nicer 

if you could lose some weight.
M	 Never mind me. I know how to take care of myself. Buy 

the way Elaine, if I clean up the classroom after school for 
you would you buy me my favorite Big Burger?

W	 My goodness. You’re already in bad shape as it is. Are you 
saying that you are going to make it worse by eating the 
greasy fast food?

M	 Well, I can always go to Lora if you want to turn down my 
offer.  

W	 Be my guest. I’m not going to lose any sleep over it.

Translation  
여  Tyler. 너 정말 많이 먹는구나.

남  아냐, 별로 많지 않아. 

여  비만은 유전이라는데, 너의 부모님도 약간 과체중이시니?

남  아니, 반대로 두 분 다 늘씬하셔.

여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살만 좀 빼면 훨씬 멋있을 텐데. 

남  신경 쓰지 마. 내 관리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Elaine. 내가 방과 

후에 너 대신 교실 청소해 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빅버거 사 줄래?

여  이런! 이미 몸매가 망가졌는데, 기름기 많은 패스트푸드 먹어서 더 망가

지겠다는 거니? 

남  음, 네가 싫다고 하면 Lora한테 얘기하면 돼. 

여  마음대로 해. 나는 절대 상심하지 않을 테니까. 

Tips & Clue
make a (real) pig of oneself 대식하다; 욕심내다 

obesity 비만

hereditary 유전(성)의, 대물림의 

to the contrary 그와 반대로 

have a figure 몸매가 좋다 

as it is 사실은, 정말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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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sy 지방이 많은, 기름진 

turn down ~을 거절하다, 물리치다 

Be my guest. 좋을 대로 해라. 

lose sleep over ~을 크게 염려하다, ~으로 애태우다 

10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I’m running for a student body president.
M	 Then, you need to wage a successful campaign.
W	 It’s important to publicize our campaign promises.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M	 I’ll put up the posters on the walls all over the campus.
W	 We are only allowed up to five posters, though.
M	 OK. Let’s hurry.
W	 Let’s try to think logically here. Let’s display them on the 

main gate, east and west entrance doors, rear gate and the 
cafeteria wall.

M	 We need to design an eye-catching poster taking student’s 
favorite colors and designs in account. 

W	 OK. I’ll put you in charge of the posters and I’ll prepare for 
the speeches.

Translation
여  나는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갈 거야.

남  그럼 성공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겠구나.

여  우리의 선거 공약을 선전하는 것이 중요해. 좀 도와줄래?

남  내가 캠퍼스 전체에 벽보를 붙일게. 

여  벽보는 5장까지만 붙이게 돼 있어. 

남  알았어. 서두르자. 

여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정문과 동쪽 및 서쪽 현관, 후문, 구내식

당에 붙이면 되겠어.  

남  학생들이 선호하는 색깔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벽보

를 만들어야 해. 

여  그래. 벽보는 네가 맡아서 해 주고 나는 연설 준비를 할게. 

① 남자는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것이다.  

②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포스터를 붙일 것이다.

③ 그들은 캠퍼스에서 눈에 잘 띄는 모든 곳에 포스터를 붙일 것이다. 

④ 그들은 포스터의 색깔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⑤ 여자는 포스터 담당 업무를 맡을 것이다. 

Tips & Clue
run for ~에 입후보하다, 출마하다

student body (한 대학의) 학생 전체 

wage (전쟁, 운동을) 행하다

publicize ~을 공표하다, 발표하다, 선전하다 

campaign promise 선거 공약 

logically 논리적으로

display ~을 보여주다, 전시하다 

main gate 정문

eye-catching 남의 이목을 끄는 

deliver speeches 연설을 하다 

exposure <광고> (독자, 시청자에의) 노출, 접촉 

take charge of ~을 떠맡다, ~의 책임을 지다 

11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You look terrible. What happened?
M	 Well, I didn’t sleep very well last night.
W	 What did you do then?
M	 I watched a horror movie. Though it was so scary, it was 

not scary enough for me.
W	 Why didn’t you sleep well?
M	 I had a nightmare last night.
W	 Did you? What was it about?
M	 I don’t want to remember it.

Translation 
여  너 얼굴이 엉망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남  음,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여  밤에 뭐했는데?

남  공포 영화를 봤거든. 정말 무서운 영화였는데, 나한테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어.

여  그럼 왜 잠을 잘 못 잤어?

남  어젯밤에 악몽을 꿨거든.

여  그랬어? 어떤 꿈이었는데?

남  기억하고 싶지 않아.

Tips & Clue
terrible 무서운, 호된, 끔찍한, 지독한

horror 공포, 전율, 혐오

though ~이지만, ~에도 불구하고

scary 무서운, 두려운, 겁 많은

nightmare 악몽, 가위눌림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How many in your party tonight?
	 M		Just two of us.

②	 M	I’ve completed my assignment, mom.
	 W		Well done.

③	 W	Don’t tell me you ate all the ice cream.
	 M		Chocolate ice cream is my favorite.

④	 M	Have you decided what to do on the weekend?
	 W		Doing nothing is my plan. I need to relax.

⑤	 W	Do you know my friend Joanne?
	 M		The one I met at the year-end-party?

Translation
① 여  오늘 밤 일행이 몇 분이신가요?

 남  저희 둘 뿐이에요.

② 남  엄마, 숙제 모두 끝냈어요.

 여  잘했구나. 

③ 여  그 아이스크림을 네가 다 먹은 것은 아니겠지.

 남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

④ 남  주말에 무엇을 할지 결정했니?

 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야. 쉬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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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  너 내 친구 Joanne 아니?

 남  송년회에서 만났던 그 친구?

Tips & Clue
complete ~을 끝내다, 완성하다 

assignment 할당된 일[업무]; 숙제

Well done. 잘했다. 

year-end-party 송년회, 망년회 

13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Some robbers had broken into Mr. Smith’s wall safe. He called 
the police. Officer Holmes came with his note pad and asked, 
“What did the robbers take?” “They took my watch and a ring,” 
cried Mr. Smith. Officer Holmes looked all over. He even 
looked under the sink table. Unfortunately, h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of the robbers. “It must have been a while since they 
were here,” he said. “I will call my supervisor. We will look all 
over town. It will be a race against time.                         
                                ”

Translation
도둑들이 Smith 씨의 벽 금고에 침입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Holmes 

수사관은 공책을 들고 들어와 질문을 했다. “도둑들이 무엇을 훔쳐 갔죠?” 

Smith 씨는 “제 시계와 반지를 가져갔어요.”라고 부르짖었다. Holmes 수

사관은 곳곳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그는 싱크대 밑도 살펴보았다. 불행하게

도 그는 도둑에 대한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도둑이 왔다가 간 것이 

꽤 된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 상관을 부르겠습니다. 동네를 다 

뒤지겠습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 

① 도둑을 잡으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② 어제까지 필요했었습니다.

③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④ 왜 더 일찍 전화하지 않았죠?

⑤ 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Tips & Clue
robber 도둑, 강도

break into ~에 침입하다

safe 금고

supervisor 감독, 관리자 

race against time 시간과의 싸움

14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Regular exercise is important, but it is harder to “burn off” the 
fat calories than it is to consume less in the first place. Since 
you consume far less fat, you wouldn’t need to exercise as 
much. Walking 20 to 60 minutes a day, at a moderate pace, is 
often enough. Remember, being overweight is directly related 
to how much fat you consume, most of which comes from 
animal products and oils. But if your meals are low in fat, you 
can easily lose weight and trim your waistline.

Translation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지방 칼로리를 연소하는 것이 애당초 지방을 

덜 섭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지방을 훨씬 덜 먹는다면 그만큼 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 적당한 속도로 20~60분 동안 걷는 것이면 

충분하다. 과체중은 섭취하는 지방의 양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지방이 보통 

동물 제품과 기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저지방 음식을 

섭취한다면, 손쉽게 체중을 감량하고 허리둘레도 줄일 수 있다. 

①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운동을 해야 한다.

②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에 60분을 걸어야 한다.

③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지방을 덜 먹는 것이 최선이다.

④ 과체중은 건강에 해롭다.

⑤ 운동은 지방 칼로리를 소모하기에 충분하다. 

Tips & Clue
burn off ~을 불태워 버리다 

consume ~을 다 써 버리다, 소모하다 

in the first place (우선) 첫째로

moderate 적당한, 알맞은

pace 운동의 속도, 페이스

trim 다듬다, 정돈하다

waistline 허리둘레, 허리선 

15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Students play during the whole school year and forget about 
their studies. And then all of a sudden, there is a last-minute 
panic as they realize the final exams are looming. Suddenly 
they start studying twenty hours a day, they go without 
sleeping, they neglect their meals, they don’t get any fresh 
air and exercise, and naturally they get overtired and worried 
and can’t handle the mental pressure. It would be better if the 
schools gave exams once every month rather than once a year. 
Students would learn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study and play.

Translation 
학생들은 일 년 내내 놀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 마지막 순간에 겁에 질리곤 한다. 갑자기 하루에 20
시간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잠도 안 자고, 끼니도 거르고, 바깥바람을 쐬며 

운동을 하지도 않는다. 자연히 학생들은 녹초가 되고 근심에 싸여 정신적인 

압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에서 시험을 일 년에 한 번 보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본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와 놀이의 적

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① 잠을 안 잠 ② 식사를 안 함 ③ 운동을 안 함

④ 말을 안 함 ⑤ 과도한 긴장 

Tips & Clue
loom 드러나다, 다가오다

panic 공포, 당황 

neglect 무시하다; 게을리하다; ~을 하지 않다

overtired 녹초가 된, 지친

mental pressure 정신적인 압박 

maintain 유지하다

16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People have many different kinds of hobbies, or things they do 
for fun. One hobby is collecting small coins, such as pennies, 
nickels, and dimes. I have a shiny penny from 1939.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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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like to go grow things, such as berries and flowers. 
Maybe you would like to take care of a soft white bunny with 
long floppy ears. You need lots of carrots to feed bunnies. 
Maybe you know someone whose dog just had a little puppy. It 
would be fun to have a little puppy to take care of.

Translation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취미나 즐기는 일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페니, 니

켈 혹은 다임 등의 작은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나는 1939년에 발행한 반

짝거리는 페니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실나무나 꽃을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어쩌면 당신은 하얗고 폭신폭신하며 귀가 늘어진 토끼를 돌보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토끼에게 먹일 당근을 많이 필요로 한다. 혹시 방금 강

아지를 낳은 개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이다. 

① 토끼 돌보는 방법 

②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③ 사람들이 과실나무나 꽃을 기르는 이유

④ 취미의 장점 

⑤ 강아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Tips & Clue
penny 1센트 동전

nickel 5센트 동전

dime 10센트 동전

berry 딸기류의 과실 

bunny (구어, 어린이말) 토끼 

floppy 늘어진 

17 문제 유형 : 주장 찾기 

Script
Researchers studied average workers, who spend about three 
hours a day in front of a monitor. Blinking keeps eyes moist. The 
researchers observed blinking rat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The workers averaged 22 blinks a minute when relaxed, 10 
while reading a book and only 7 while reading the texts on the 
computer screen. If you work on a computer screen, you should 
close your eyes periodically. That will spread out the tear film 
on your eyes and rests your eyes. And remember to blink more 
often.

Translation 
연구자들은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 

연구를 했다. 눈을 깜박거리는 것은 눈의 건조를 막아 준다. 연구자들은 다른 

조건하에서 눈을 깜박거리는 비율을 관찰했다. 그들은 쉬고 있을 때에는 1분

에 평균 22회, 책을 읽고 있을 때에는 10회를 깜박거렸으나, 컴퓨터 화면의 

자료를 읽고 있을 때에는 단 7회만을 깜박거렸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

는 사람이라면 눈을 정기적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눈을 감으면 눈물 막이 확

장되어서 눈이 쉴 수 있다. 눈을 더 자주 깜박거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① 컴퓨터 모니터에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

② 쉬는 동안에는 눈을 많이 깜박거리지 말아라.

③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라.

④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할 때 눈을 더 자주 깜박거려라.

⑤ 눈의 건조를 막기 위해 안약을 준비하라.

Tips & Clue
blink 눈을 깜박거리다

moist 습한, 축축한, 젖은

condition 조건

average 평균치를 내다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spread out ~을 펼치다, 벌리다, 늘이다 

install 설치하다 

protective 보호물 

function 기능 

eye drop 안약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The atmosphere is a mixture of many gases.
(b) As it gets higher, its concentration increases.
(c) It maintains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d) As it gets higher, the temperature increases.

Translation 
(a) 대기는 여러 기체의 혼합물이다.

(b) 위로 갈수록 대기의 양은 증가한다.

(c)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d)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상승한다.

Tips & Clue
(a) 대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 여러 기체의 혼합물이다.

(b) 위로 갈수록 점점 대기의 양은 줄어든다.

(c) 대기층은 지구를 보온하는 역할을 한다.

(d) 대류권, 중간권에서는 기온이 하강, 성층권, 열권에서는 기온이 상승한다.  

atmosphere 대기층, 환경

mixture 혼합물

concentration 농축, 집중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You are saving money to buy a bike that costs 150,000 won. 
You want to buy the bike in n weeks by saving the same 
amount of money each day. What’s the expression to find how 
much money should you save each day?

Translation
당신은 15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 당신은 매일 같은 

금액을 저축하여 n주 후에 그 자전거를 사려고 한다. 매일 저축해야 하는 금

액을 구하는 공식은? 

Tips & Clue
일주일은 7일이므로 150,000/7n

bike 자전거 

cost ~의 돈이 들다 

save 저축하다, 돈을 모으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For what purpose is the passage written?

Translation
귀하의 시를 이 출판사에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들을 살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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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귀하의 어린 나이와 시 분야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능성

을 보여 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그

래서 현재 저희의 시를 다루는 잡지에 출판을 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소개서에서 문학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점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문학적인 노력에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Q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Tips & Clue
look over 살펴보다     

considerable 상당한     

genre 유형, 장르     

appropriate 적절한    

current 현재의     

journal 잡지, 정기 간행물      

indicate 지적하다, 말하다   

literary 문학의

TEST 15 
Answer Key

01 ③ 02 ③  03 ①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③  19 ②  20 ④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diagram of laboratory apparatus to experiment photosynthesis 
is shown below. What’s the chemical element of the air bubble 
generated?

Translation
아래는 광합성 실험 장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발생하는 기포의 화학적인 

성분은 무엇인가?

Tips & Clue
광합성의 결과로 산소가 발생한다.

apparatus 장치, 기계, 기구

photosynthesis <생물, 생화학> 광합성 

chemical element 화학적 요소, 성분

air bubble 기포

generate ~을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02 문제 유형 : 사자성어  

Script
W	 You look a bit tired, Jae Seok.
M	 Yes, I’m really tired. I should be because I played too much 

basketball yesterday.
W	 Didn’t you have a final exam yesterday?
M	 Yes, we did. After the test we played basketball for money.
W	 You think you did well on the test?
M	 No way. But it’s over. I’m not going to lose sleep over it. 
W	 That’s strange. You used to be quite anxious to find out how 

you did.
M	 Well, I’ve changed my mind since the last midterm exam.   

I decided not to worry myself about the results once I give 
it my best. 

W	 You aren’t yourself today, but it sounds pretty good.
M	 I knew that you would understand me without me having to 

explain it since you are a very understanding person.

Translation
여  재석아, 너 좀 피곤해 보인다.

남  응, 정말 피곤해. 어제 농구를 그렇 많이 했는데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지. 

여  어제 기말고사 보지 않았니?

남  응, 봤지.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내기 농구 시합을 했거든.

여  시험은 잘 본 것 같아?

남  잘 보긴. 하지만 끝난 시험인데 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  이상하네. 시험 결과를 알고 싶어서 안달하곤 했잖아. 

남  지난 중간고사를 본 이후로 마음을 바꿨어.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지. 

여  오늘 너답지는 않지만, 괜찮은 생각 같다. 

남  너는 이해심이 많으니까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Tips & Clue
lose sleep over ~을 염려하다, ~으로 애태우다 

be anxious to 몹시 ~하고 싶어하다 

03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Nick, don’t forget to meet me at my office by seven.
M	 I’m afraid I can’t meet you today.
W	 Why not? Do you have any appointments tonight?
M	 Yes.
W	 My appointment should come first. What’s up with the 

other appointment?
M	 You know Sandy? She wants to meet me and watch a movie 

together.
W	 You are such a jerk!

Translation 
여  Nick, 7시까지 내 사무실에서 나 만나는 거 잊지 마.

남  미안하지만, 나 오늘 너 못 만날 것 같아.

여  왜? 오늘 밤에 약속이라도 있어?

남  응.

여  나와의 약속이 먼저지. 다른 약속은 뭔데?

남 Sandy 알지? 만나서 같이 영화 보자고 해서.

여  너 정말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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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come first 제일 앞에 오다, 가장 중요하다

jerk <비어> 못된 녀석, 형편없는 놈

enraged 몹시 성난, 화가 난

bored 지루한, 따분한

indifferent 무관심한, 냉담한

0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This is you in the picture, right dad?
M	 Where did you find that old photo?
W	 I found it while rearranging the desk drawers.
M	 That’s right. I remember putting it in the drawer.
W	 The black and white photo looks weird.
M	 Well, that’s all they had at the time.
W	 How old is this picture?
M	 I think it’s been about 30 years since I took that picture.      

I was either a freshman or a sophomore in college. 
W	 You had thick hair back then. It doesn’t look like you.
M	 I used to look a lot more handsome then, right? Well, getting 

bald is unavoidable because it’s hereditary. Your brother will 
probably become bold like me or your grandpa.

Translation
여  이 사진에 있는 사람, 아빠 맞죠?

남  그 옛날 사진을 어디서 찾았니?

여  책상 서랍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남  그래. 서랍에 넣어둔 것이 기억나는구나. 

여  흑백 사진을 보니까 이상해요.

남  그때는 흑백 사진밖에 없었단다. 

여  얼마나 오래된 사진인데요? 

남  그 사진을 찍은 지 삼십 년이 넘었을 거야. 내가 대학교 1학년이나 2학

년 때 사진이니까.

여  그때는 머리카락이 많았네요. 아빠 같지 않아요. 

남  그때는 훨씬 잘생겼지, 그렇지? 대머리는 유전이라 피할 수가 없단다. 

아마 너희 오빠도 나나 할아버지처럼 대머리가 될걸. 

Tips & Clue
black and white 흑백의, 단색의 

weird 기묘한, 괴상한 

freshman 신입생; 1학년생

sophomore 2학년생 (cf. junior 3학년생, senior 4학년생)

bald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의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hereditary 유전(성)의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Since when have you had this problem?
	 M		It’s nothing serious.

②	 M	How do you like the food?
	 W		It is the best of the best.

③	 W	Is this store closed?

	 M		Yes. It’s only open during the evening.

④	 M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W		No. I don’t think so.

⑤	 W	Kevin, I saw you with Rachel the other night.
	 M		I had dinner with her.

Translation
① 여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남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② 남  음식은 마음에 드시나요?

 여  최고 중의 최고예요.

③ 여  이 가게 문 닫은 건가요?

 남  네, 저녁에만 문을 엽니다.

④ 남  신고하실 물건이 있으신가요?

 여  아니요. 없습니다.

⑤ 여  Kevin, 지난밤에 Rachel이랑 있는 거 봤어.

 남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

Tips & Clue
best of the best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declare (소득, 과세품을) 신고하다 

06 문제 유형 : 할 일 파악 

Script
M	 Sarah, what do you plan to do this Saturday?
W	 I plan to watch a soccer game on TV.
M	 You always watch TV. Let’s go out and do something special. 

How about going to the zoo?
W	 The zoo? That sounds exciting, but I don’t want to miss the 

game on TV.
M	 You can take a mini TV and watch it in the car.
W	 OK.

Translation 
남  Sarah,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 계획이니?

여  TV로 축구 경기 볼 계획이야.

남  넌 항상 TV만 보더라. 나가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 보자. 동물원에 가

는 건 어때?

여  동물원?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TV에서 하는 그 경기를 놓치기 싫어.

남  미니 TV를 가져가서 차 안에서 보면 되잖아.

여  좋아.

Tips & Clue
soccer 축구

zoo 동물원

exciting 재미있는, 신나는, 흥미진진한

miss 놓치다, 없어서 아쉬워하다, 그리워하다

take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0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Hi. I haven’t seen you around lately.
M	 Well, I fell in love with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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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hy all of a sudden? You were born and raised in Seoul.
M	 Since the Namdaemun arson I started to take interest in 

Seoul’s history and historic places. I took the City Tour Bus 
over the weekend and took a tour of the entire city. I was so 
impressed with so many different things in the city.

W	 I didn’t know that such bus existed.
M	 If you take the art gallery bus you can visit all the famous 

art galleries located in both Kangnam and Kangbuk. The 
new national museum gives free lectures on many different 
subjects. You can enjoy a variety of cultures if you are 
willing to make time for it on weekends.   

W	 Why didn’t I know about all these?
M	 Try surfing the Internet. New events and lectures are being 

held almost every day.
W	 Where are you headed today? I’d love to come along.
M	 OK. I plan to visit the folk museum.

Translation
여  안녕. 요새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남  서울에 사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

여  갑자기 왜? 너는 서울에서 나서 자랐잖아. 

남  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로 서울의 역사와 사적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 

주말에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도시 전체를 관람했는데 서울에 볼거리

가 너무 많아서 감탄했어. 

여  그런 버스가 있는지 몰랐네.

남  미술관 버스를 타면 강남과 강북의 유명한 미술관을 모두 관람할 수 있

어. 새로 생긴 국립 박물관에는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는 무료 강좌도 있

어서 주말에 조금만 시간을 내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여  난 왜 이런 정보들을 몰랐을까?

남  인터넷을 검색해 봐. 거의 매일 새로운 행사나 강좌가 열리니까.

여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남  그래. 민속 박물관에 갈 생각이야.

Tips & Clue
all of a sudden 불쑥, 갑자기 

arson 방화

take interest in ~에 관심을 두다 

lecture 강의, 강연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make time for ~하는 데 시간을 짜내다 

come along 따라가다 

folk museum 민속 박물관

08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Good morning. May I help you?
M	 Yes, I’d like to order a birthday cake.
W	 OK.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M	 I’ll have a cheesecake with strawberries on it.
W	 All right. We have four different sizes: small, medium, large 

and extra large.
M	 I’d like the extra large.
W	 All right. Would you like anything special written on it?
M	 Yes. Please have it say, “Happy Birthday, Eric.”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어요.

여  네,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원하세요?

남  딸기가 얹힌 치즈 케이크요.

여  좋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네 가지 종류의 크기가 있습니다. 

남  특대형 크기로 해 주세요

여  알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특별히 문구를 써 드릴까요?

남  네. “생일 축하해, Eric.”이라고 써 주세요.

Tips & Clue
extra large 특대의, 특등품의 

have it say ~라고 씌어 있게 하다 

09 문제 유형 : 속담 추론 

Script
W	 I heard you’ve applied for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o study English.
M	 Yes, but I’m thinking about giving up.
W	 Why? What’s the matter? 
M	 I don’t know. My grades are not getting better no matter 

how hard I try. I always fall behind other classmates. I don’t 
think I’m very good at studying. I’m pretty sure I will fail in 
the exam.

W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especially without even 
trying.

M	 You heard the old saying like “Genius displays itself even 
in childhood.” I think it’s best for me to give up early.  

W	 Why don’t you put away that kind of prejudice? The flower 
that blossoms early withers early. You should take it slow 
but steady. If you prepare for the exam step by step you will 
succeed without a doubt.  

M	 You think so?
W	 You are a late bloomer. A drop of water can punch a hole in 

the rock. I’m sure you will make it.

Translation
여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에 지원했다고 들었어.

남  응, 그런데 포기할까 생각 중이야.

여  왜? 무슨 일이야?

남  모르겠어. 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걸 보면 나는 공부에 별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시

험에서 떨어질 게 분명해. 

여  노력도 해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남  옛말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일찍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여  그런 편견은 버리지그래? 일찍 핀 꽃은 일찍 지는 법이야. 느려도 황소

걸음이라고 차근차근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꼭 성공할 거야. 

남  그렇게 생각해? 

여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물방울도 바위를 뚫는다고, 너도 성공할 거야.

Tips & Clue
apply for ~에 지원하다, 응시하다 

fall behind 뒤처지다

Genius displays itself even in the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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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prejudice 편견 

blossom 꽃이 피다

wither (식물이) 시들다 

slow but steady 더디더라도 착실히 

without a doubt 의심할 바 없이, 확실히 

late bloomer 만성형의 사람 

A drop of water can punch a hole in the rock.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다. 

10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I’m taking a two-week vacation, but I don’t know where to 

go and nobody will join me.
M	 Well, you can join the winter sports club and go with them.
W	 That’s a good idea, but I am not good at skiing at all.
M	 Come on. You can learn. I am sure it will be exciting.
W	 I like swimming. I want to go swimming.
M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swim in the wintertime?
W	 Yes. I have made up my mind. 
M	 OK.

Translation 
여  2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같이 갈 사람

도 아무도 없고.

남  음, 동계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

여  좋은 생각인데 난 스키를 전혀 못 타.

남  왜 그래. 배우면 되지. 정말 재밌을 거야.

여  난 수영이 좋아. 수영하러 가고 싶어.

남  겨울에 정말로 수영을 하고 싶어?

여  응. 나 결심했어.

남  알았어.

Tips & Clue
join 가입하다, 참가하다, 동참하다

be good at ~를 잘하다, ~에 능통하다

make one’s mind up 결심하다(= decide), 결정을 내리다

11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M	 Today, we’ll study about the principles of economics. What 

do you think the KTX train and the digital camera have in 
common?

W	 I think both are equipped with state-of-the-art technology.
M	 That’s not the answer I’m looking for. Then, what do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t stores and cell phones have in 
common?

W	 Umm. I don’t know if I’m following your question.
M	 OK. If it doesn’t ring a bell let me give you another clue. 

What does cup ramyon, haet-ban, 3-minute instant curry and 
rice, and Fed Ex have in common? 

W	 I think I know the answer to it. Those are the goods and 
services that provide customers with a convenience of 
swiftness and time-saving. 

M	 Precisely. It’s an excellent answer. Now, let’s direct our 
attention to the economic concept on the demands of the 
times that the customer’s time is placed on the highest value 
in order for the companies to produce profits.

Translation
남  오늘은 경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KTX와 디지털 카메라의 공

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  둘 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남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패스트푸드 점, 편의점, 휴

대 전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  음, 제가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  좋아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힌트를 줄게요. 컵라면, 햇반, 3

분 카레, Fed EX의 공통점은 뭐죠?

여  답을 알 것 같아요. 고객에게 신속함을 제공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상

품이나 서비스예요. 

남  정확하네. 훌륭한 대답이야. 이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고객의 시간

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시간의 수요에 대한 경제 개념을 중점

적으로 공부해 보자. 

① 고객 만족 ② 시간의 기술 ③ 범위의 경제 

④ 규모의 경제  ⑤ 최종 소비자

Tips & Clue
principle 원리, 원칙 

be equipped with ~을 갖추고 있다 

state-of-the-art 최첨단의, 최신식의

ring a bell 생각나게[연상케] 하다 

swiftness 신속, 빠름, 민첩함

time-saving 시간 절약 

Precisely. (동의의 응답으로) 바로 그렇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May I speak to Tom Crawford?
	 W		I’m sorry. He is not in.

②	 W	I’m wondering if you can babysit Kevin tonight.
	 M		Well, I don’t want to sit with your baby.

③	 M	Can you take care of the garbage for me, please?
	 W		No problem. I’ll throw it away.

④	 W	Have you seen the movie, The Inconvenient Truth?
	 M		What’s it about?

⑤	 M	When do you expect them to get these?
	 W		In a couple of hours.

Translation
① 남  Tom Crawford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계십니다.

② 여  오늘 저녁에 Kevin 좀 봐줄 수 있나요?

 남  당신의 아이와 같이 앉고 싶지 않아요.

③ 남  쓰레기 좀 처리해 줄래?

 여  걱정하지 마. 내가 버릴게.

④ 여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 봤니?

 남  어떤 내용인데?

⑤ 남  그들이 언제 이것들을 가져갈 것 같니?

 여  몇 시간 후에.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 ��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 ��

Tips & Clue
babysit 아이를 돌봐주다 

take care of ~을 돌보다; ~의 책임을 지다 

garbage 쓰레기

a couple of 둘의, 두 사람의 

13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Fossils are the remains, imprints or traces of prehistoric life 
from long ago. They tell us about the past. Bits of the hard 
parts from plants and animals can become fossils. This includes 
bones, shells, and pieces of wood. Sometimes a fossil is nothing 
more than a splinter of bone. These are deposited, buried 
and preserved in the ground and covered by sand or dirt very 
quickly or trapped in organic matter. They must stay buried for 
a long time. Fossils range in age from a few billion years to ten 
thousand years.

Translation
화석은 오래전 선사 시대의 유해, 자국 혹은 흔적이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준다. 식물이나 동물의 단단한 부분의 조각들이 화석이 될 수 

있다. 화석에는 뼈, 조개껍데기 혹은 나뭇조각들이 포함된다. 때로는 뼛조각 

정도의 상태인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땅속에 놓여 묻히고, 저장된 다음 즉

시 모래나 흙으로 덮이거나 유기물에 갇힌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묻혀 있어

야 한다. 화석의 나이 분포는 수십억 년에서 일만 년에 이른다.

Tips & Clue
fossil 화석

remain 유해

imprint 자국, 흔적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splinter 조각

deposit 매장하다

preserve 보존하다, 유지하다

dirt 흙; 먼지; 쓰레기 

trap 갇히다

organic matter 유기물

1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People that act in plays show courage during their performances. 
The actor must stand in front of many people in the theater. They 
lie to thrill the audience with exciting plots. They try to make 
every detail of the play perfect. An actor’s talents are evaluated 
by his ability to successfully convey the character’s words and 
characteristics to the audience. This is achieved through voice 
and action. Actors hope the audience approves of their play’s 
outcome.

Translation
연극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공연하는 동안 용기를 보여 준다. 그 배우는 공

연장의 수많은 관객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은 흥미진진한 줄거리로 관객들을 

흥분시키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연극의 모든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

도록 노력한다. 배우의 재능은 등장인물의 말과 특징을 관객에게 성공적으

로 전달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 이것은 목소리와 행동으로 성취된다. 배

우들은 연기의 결과에 대해 관객들에게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Tips & Clue
courage 용기 

thrill ~을 감동[감격, 흥분]시키다 

plot 줄거리 

evaluate 평가하다

convey 전달하다

characteristic 특징, 특색

achieve ~을 이루다, 성취하다 

approve of ~을 찬성하다, 인정하다 

15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Sapphire is clear and brilliant blue like that of a clear autumn 
sky and is a birthstone for September. This precious stone 
symbolizes an affection and truthfulness. All of the Roman 
Catholic Cardinals wear sapphire rings. According to one version 
the Ten Commandments is carved in the rings. It’s also known 
to have power for healing diseases of the eye. People who like 
this clear precious stone are known to be wise, intelligent and 
unselfish.

Translation
사파이어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연상케 하는 맑고 찬란한 푸른 빛을 띠고 있

으며, 9월의 탄생석이다. 이 보석은 자애와 진실을 상징하며,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 전원이 사파이어 반지를 낀다. 또한 십계명이 이 보석에 새겨졌다는 

일설도 있다. 이 보석은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맑은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지적이며, 이타적인 성격을 지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ps & Clue
affection 애정, 호의 

truthfulness 정직함, 참됨 

cardinal 추기경 

Ten Commandments <성서> 십계명

carve ~를 새기다, 조각하다

heal ~를 고치다, 낫게 하다 

unselfish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16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There are two ways one can be in full possession of a book. The 
first is through the property right meaning one can physically 
take possession of it by means of purchase. But true ownership 
is realized only when one finally makes it a part of oneself. And 
also, the best way for one to become a part of it is by writing 
in it. A note may make points clearer. My contention is such 
that books must be absorbed into one’s bloodstream just like 
consuming food to do you any good.

Translation 
책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매라는 방법을 통

해 신체적으로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본

인 일부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소유가 이루어진다. 또한 책의 일부가 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안에 메모하는 것이다. 메모는 요점을 더 분명하게 

해 준다. 나는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면 마치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책도 여러분 몸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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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옷을 사는 것처럼 책을 소유하려면 돈만 내면 된다.  

② 책의 내용을 이해하여야만 비로소 책을 완전히 소유한 것이다.  

③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책을 소유할 수 있다.  

④ 스테이크를 먹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⑤ 책을 구매한 후에야 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Tips & Clue
be in possession of ~을 소유하다 (= take possession of ~)

property right 재산권, 소유권 

by means of ~에 의하여, ~을 써서 

ownership 소유(권)

contention 논점, 주장 

absorb 흡수하다 

bloodstream 혈관, 혈류 

thoroughly 완전히, 철저히 

claim ~을 요구하다, 청구하다 

17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Some girls in England hate wearing a uniform. Every now and 
then, people write letters to the newspapers saying that girls 
should not be forced to wear it. They argue that girls in their 
teens should wear more feminine clothes to be able to express 
their personality.

Translation  
영국의 일부 여학생들은 교복 입기를 싫어한다. 간혹 사람들은 여학생들에

게 교복을 입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기도 한다. 10

대 소녀들은 그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여성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영국의 모든 여학생들은 교복 입기를 싫어한다.  

② 어떤 여학생들은 교복에 관한 편지를 신문사에 보낸다.

③ 사람들은 여학생들에게 교복 입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④  교복을 반대하는 주장은 10대 소녀들이 덜 여성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 교복을 입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Tips & Clue
uniform 교복

now and then 때때로

be forced to ~하도록 강요당하다

feminine 여자[여성]의, 여자다운 

express ~을 표현하다 

personality 개성, 인격, 성격, 인품

against ~에 반대하는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volume of a cube is S³ (S to the 3rd power), where S is 
the length of one side of the cube. A cube has a side length 
of 14 centimeters. What is the volume of the cube in cubic 
centimeters?

Translation
정육면체의 부피는 S³이고, S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이다. 한 변의 길이

가 14cm인 경우 정육면체의 부피는 얼마인가? 

Tips & Clue
부피=14×14×14=2744

S3
  S to the 3rd power (S의 3승) 

volume 부피

cube 입방체, 정육면체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You have 15 coins in your pocket, 5 of them are nickels, and 
the rest are dimes and quarters. The total amount is $2.30. How 
many dimes and quarters do you have?

Translation
당신은 지금 주머니에 동전이 15개가 있는 것을 안다. 그 중 5개는 니클(5센

트 동전)이고 나머지는 다임(10센트 동전)과 쿼터(25센트 동전)이다. 총 합계

가 2달러 30센트이면 지금 몇 개의 다임과 쿼터를 가지고 있는지 구하시오.

Tips & Clue
다임을 a개, 쿼터를 b개라고 하면 a+b=10, 0.1a+0.25b=2.05를 연립 방정식

으로 풀면 쿼터는 7개, 다임은 3개이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at is best for the title of the passage?

Translation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야생 식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들

은 이 야생 식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이 식물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현

실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야생 식

물들의 자연 서식지에 대한 무관심과 파괴 때문에 몇몇 야생 식물들의 미래

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라는 야생 식

물들을 보존하는 데 애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식물들의 가치를 

알리고, 다음 세대에서도 이 야생 식물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그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많은 한국인이 야생 식물들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

한다.

Tips & Clue
fascinate ~을 황홀하게 하다, 매혹하다 

tragic 비극적인

indifference 무관심

destruction 파괴

natural habitat 자연 서식지

confront 직면하다

strive to ~하기 위해 분투하다 

launch 착수하다, 개시하다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4 ��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4�4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4 ��

TEST 16 
Answer Key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②  07 ②  08 ④  0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⑤  18 ③  19 ②  20 ②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What is the minimum possible force required to lift an object 
weighing 800N using the multiple pulleys as shown below? 
Disregard the weights of the ropes and pulleys, and the friction 
forces.

Translation
아래 그림과 같은 복합 도르래를 이용하여 800N의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힘은 얼마인가? 줄과 도르래의 무게 및 마찰력은 무시한다. 

Tips & Clue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고, 움직 도르래 1개를 사용할 때마다 물체 

무게의 1/2의 힘이 든다. 움직 도르래 3개를 사용했으므로 F=1/8×800N=100N

pulley 도르래 

disregard ~을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friction force 마찰력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Did you take out the recycling items, Aaron?
M	 I was about to.
W	 It’s too late now. You need to do it by 10 a.m.
M	 It slipped my mind. What do we do now? 
W	 Well, they only collect them once a week. We have to wait 

until next week.
M	 Well, I think skipping recycling doesn’t mean the end of the 

world.
W	 You shouldn’t say that. We can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through proper recycling. We can also reduce 
pollution.

M	 But it’s very troublesome.
W	 I realize that, but always remember the good effect of it. The 

clothes you are wearing is probably made of recycled water 
bottle.

M	 Really? That’s awesome. I promise I won’t forget the 
collection day any more.

Translation
여  Aaron, 재활용품 밖에 내놨니?

남  막 내놓으려던 참이에요.

여  너무 늦었구나. 오전 10시까지 밖에 내놓아야 해. 

남  깜빡했어요. 어쩌죠?

여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둬 가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겠다. 

남  설마 분리수거 좀 하지 않았다고 세상이 끝나기라도 하겠어요? 

여  그런 말 하면 안 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고, 오염도 줄일 수 있어. 

남  그렇지만 너무 귀찮아요.

여  귀찮은 건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봐. 네가 입은 옷도 어

쩌면 재활용된 음료수 병으로 만든 것일지도 몰라.  

남  정말요? 대단하네요. 앞으로는 분리수거 날을 잊지 않을게요. 

Tips & Clue
recycling 재활용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slip one’s mind 잊어버리다 

skip 건너뛰고 나아가다

troublesome 골치 아픈, 귀찮은 

awesome 아주 인상적인, 멋있는 

03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Hello. Dylan speaking.
W	 Hello, this is Shannon. I’m afraid I can’t come to your place 

today.
M	 Oh, Shannon? What’s the matter? Is there a problem?
W	 No, my daughter Catherine had a car accident.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and see her.
M	 Oh, that’s too bad. Is there anything I can do?
W	 Well, yes, if you don’t mind.
M	 Not at all.
W	 Could you serve dinner for my relatives at my house this 

evening?
M	 Will do. I wish your daughter the best.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Dylan입니다.

여  안녕, 나 Shannon인데, 오늘 너희 집에 못 갈 것 같아.

남  Shannon?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여  아니, 내 딸 Catherine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가서 딸을 봐야 해.

남  아, 저런. 내가 해 줄 거 없어?

여  음, 있어, 괜찮다면.

남  물론이지.

여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있는 친척들에게 저녁 좀 해 줄 수 있니?

남  그럴게. 딸이 완쾌하길 빌어.

Tips & Clue
if you don’t mind  괜찮다면, 네가 싫지 않다면

relative 친지, 친척

serve (음식을) 내다, 상을 차리다

04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ow do you stay in a good mood all the time, James?
M	 Did you noti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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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Yes. You always look pleasant and energetic. Just looking 
at you makes me feel good. 

M	 But there are times I feel depressed and down.
W	 Really? I couldn’t have guessed it.
M	 Of course. I get depressed when I get a poor grade or cannot 

concentrate on studying. 
W	 What do you do when it happens?
M	 Nothing positive seems to happen when I’m depressed. 

That’s why I try to keep smiling all the time. It makes me 
feel better and helps me with my study. 

W	 You are right. There is an old saying                             
            

Translation
여  James, 너는 어쩜 그렇게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있니?

남  그렇게 보였니?

여  응. 늘 밝고 기운차 보여. 너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남  가끔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

여  정말? 전혀 모르겠던걸?

남  그럼.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 우울해지기도 하지.

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

남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하는 거

야.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되거든.  

여  그래. 옛말에도                                                  

Tips & Clue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은 

pleasant 유쾌한, 기분이 좋은 

energetic 활동적인, 활기 있는 

depressed 낙담한, 의기소침한  

get a poor grade 성적이 나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Did you receive our engagement party invitation card?
	 W		Yes, I did. But I don’t like engagement parties.

②	 W	Have you done everything?
	 M		Yes, I’ve packed the suitcases, but I haven’t been to the 

bank yet.

③	 M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San Diego.
	 W		Then, you need to fill out this customs form, please.

④	 W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Washington D.C. by regular 
mail?

	 M		It takes a week on an average by regular airmail, and it’s 
10 dollars per kg.

⑤	 M		Do you know if there’s a photo shop near there? I have 
some film to develop.

	 W		There’s probably one in the building, across the street 
from the bank.

Translation
① 남  우리가 보낸 약혼식 파티 초대장 받았니?

 여  응, 받았어. 하지만 난 약혼식 파티를 좋아하지 않아.

② 여  다 했니?

 남  응, 여행 가방은 챙겼지만, 아직 은행을 다녀오지 못했어.

③ 남  이 소포를 San Diego로 보내고 싶습니다.

 여  그렇다면 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여  일반 우편으로 Washington D.C.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남  일반 항공 우편은 평균 일주일이 걸리고, 킬로그램당 10달러입니다.

⑤ 남  그 근처에 사진관이 있는지 알고 있니? 현상할 필름이 좀 있어서.

 여  은행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아마 하나 있을 거야.

Tips & Clue
engagement 약혼

customs form 세관 신고서

develop <사진> ~을 현상하다 

06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M	 You look so beautiful, Eva. What did you do to yourself 

over the weekend?
W	 Nothing. I went to a hot sauna with mom and took a nap at 

home.
M	 Is that it? I thought you had your facial.
W	 What are you talking about? Haven’t you heard about a lady 

who committed suicide who was in extreme grief because 
of the side effect from a plastic surgery? 

M	 I was just joking. I heard about that, too. I simply can’t 
understand why people go through such a trouble just for a 
change of appearance even at the risk of one’s life sometimes.

W	 Recently, a young lady died as a result of extreme dieting. 
It’s not the case for all people, however, I think Koreans are 
very appearance-oriented. 

M	 I agree. I heard that Chinese people believe that all beautiful 
women in Korea had some kind of plastic surgery done to 
them.

W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are so eager to lose weight 
even when they are quite healthy and normal.

Translation
남  Eva, 정말 예뻐 보이는데. 주말에 뭘 한 거니?

여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랑 사우나 갔다가 집에서 낮잠 잤어.

남  그랬니? 얼굴에 마사지라도 받은 줄 알았어.

여  무슨 소리야? 성형 수술 부작용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다가 자살한 여

자 얘기 못 들었니? 

남  농담이었어.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 가끔은 목숨을 걸고 외모를 바꾸려

고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지 이해가 안 돼. 

여  얼마 전에는 젊은 여자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죽었어. 모든 사

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은 너무 외모 위주인 것 같아. 

남  맞아. 중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예쁜 여자는 모두 일종의 성형을 한 거로 

생각한대. 

여  건강하고 정상적인데 왜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어. 

Tips & Clue
facial 얼굴 마사지

commit suicide 자살하다 

grief 비탄, 슬픔

plastic surgery 성형 수술

appearance-oriented 외모 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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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Did you see the one-legged athlete competing in a triathlon 

in the news last night? A lump came into my throat just 
watching him. 

M	 In a triathlon you need to compete in three events including 
swimming, cycling and marathon, right? 

W	 That’s right. It’s a very physical sport. It’s tough enough 
even for an athlete without any disabilities. 

M	 As you said since it’s very hard even for athletes without 
any disabilities why would a handicapped person take up a 
sport like that? 

W	 According to the newspaper he is doing it to give people 
hope. 

M	 Hope? 
W	 He wishes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ntinue to have hope 

by watching him compete because nothing is impossible.
M	 It’s really touching.

Translation
여  어젯밤에 뉴스에서 한쪽 다리 없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 봤

니? 그 사람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남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경기에서 경주해야 하는 거잖

아, 그렇지? 

여  맞아. 아주 격렬한 경기야. 장애가 없는 운동선수한테도 어렵다던데. 

남  네 말대로 장애가 없는 운동선수도 힘든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왜 그런 

힘든 경기를 하는 걸까? 

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 경기를 한대. 

남  희망이라고?

여  불가능한 것은 없으니까 자신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더라고. 

남  감동적이다.

Tips & Clue
triathlon 3종 경기 

a lump in one’s throat (감동으로) 목이 메이는 듯한 느낌

disability 장애

handicapped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touching 감동적인 

08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ow, you have a beautiful garden. Look at those flowers. 

Don’t I need to say hello to your mom, Marcus?
M	 No need. My mom isn’t home. Both my parents are working.
W	 Really? I didn’t know that. What do they do?
M	 One is a hair stylist and the other one is a real estate agent.
W	 Since your mom is a hair stylist you get a free haircut, don’t 

you?
M	 No. It’s my dad who is the hair stylist.
W	 Really? How long has he had the beauty salon for?
M	 Well, for quite a long time. My mom met my dad as a 

customer. They started dating and got married.
W	 There is no distinction of gender in jobs any longer.

Translation
여  정원이 정말 예쁘다. 저 꽃 좀 봐. 너희 어머니께 인사드려야 하는 것 아

니니, Marcus?

남  괜찮아. 우리 엄마는 집에 안 계셔.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잖아.

여  그러니? 몰랐어. 뭘 하시는데?

남  한 분은 헤어 디자이너이시고, 한 분은 부동산 중개 일을 하셔. 

여  어머니가 헤어 디자이너면 네 머리 손질은 공짜겠네?

남  아니. 아빠가 헤어 디자이너야. 

여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남  오래됐지. 엄마가 아빠 미용실 손님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고, 결

혼하신거니까.

여  이제 더는 직업에 남녀 구분이 없어졌구나. 

Tips & Clue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인

distinction 구분

gender 성 

no[not any] longer 더 이상 ~않다 

09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e’ve got only one more semester left before graduation. 

Have you thought about what to do afterwards?
M	 I plan to go to graduate school in America. How about you?
W	 I’d like to get a job. I’m still debating on what kind of job I 

want.
M	 Why don’t you get a job you like?
W	 It’s not that easy.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job you 

will be good at. It’s hard enough to find any type of jobs 
these days. Haven’t you heard of those jobless people in 
their twenties? It’ll be ideal to get a job that best suits my 
personality, however, I’d rather take a high paying job. The 
objective of work is to earn money anyway. I think the pay 
is the highest priority in finding a job. 

M	 I know it’s troubling you. But I think job satisfa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W	 Well, you will understand what I’m going through by the 
time you finish graduate school.

Translation
여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이네. 졸업 후 진로는 생각해 봤니?

남  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원에 진학할 거야. 너는 어때?

여  나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직 못 정했어.

남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잖아?

여  그게 쉽지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요새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20대 무직자들 얘기 

못 들어봤니? 내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나는 

보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어쨌든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거

니까, 월급이 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남  고민이 많겠구나. 그래도 직업 만족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아주 중

요하니까. 

여  너도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Tips & Clue
semester (1년 2학기제 대학의)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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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토론[토의]하다 

jobless people 무직자, 실업자

ideal 이상적인 

suit ~에 잘 맞다, 어울리다 

personality 개성, 성격

high paying job 고소득 직업 

take into consideration ~을 고려[참작]하다 

10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Congratulations on succeeding in the entrance exam to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m not sure if you’d like it, 
but here’s a small present for you. 

M	 Thank you, mom. I wasn’t sure if I would be able to pull it 
off. I’m sure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your 
warm support.

W	 No, it’s the result of your hard work and strong will power. 
It must’ve been real hard for you over the last three years.

M	 Well, I was telling you the truth. You are the one who gave 
me hope and strength when I almost decided to give it up as 
a result of the last trial exam. Your loving advice made me 
change my mind. This joyous momen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you. 

W	 Thank you for your kind remarks. Let’s have a big party 
tonight.

M	 OK. Let’s all go out together when dad comes home.

Translation
여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작은 선물이란다.

남  고마워요, 엄마. 합격할 수 있을지 불안했는데, 엄마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  아니야, 너의 노력과 강한 의지의 결과란다. 지난 3년간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남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지난번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포

기하려 했을 때, 엄마가 저에게 희망과 힘을 주셨잖아요. 엄마의 조언으

로 마음을 바꿨으니, 엄마 없이는 이 기쁜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여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구나. 오늘 저녁 성대한 축하파티를 열자꾸나.

남  좋아요. 아빠가 오시면 함께 나가요.

Tips & Clue
pull off (노력하여) ~을 달성하다, 성공하다 

trial exam 모의고사

joyous 즐거운

remark 의견, 비평, 말 

11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Did you stay up all night again, Craig?
M	 Yes, this computer game is so exciting.
W	 But how could you neglect your studies and sit in front 

of the computer all the time? And also, you will ruin your 
health by not getting enough sleep.

M	 I’m sorry. I started it just to kill some time, but I think I’m 

almost getting hooked on it.  
W	 I heard about an addiction to computer games. I hope it’s 

not the case with you.
M	 Come on mom, there’s no way.
W	 You never know these things. Going too far always creates 

trouble.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self.
M	 OK, mom. I’ll do the best I can.

Translation
여  Craig, 또 밤을 새운 거니?

남  네, 이 컴퓨터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여  그렇다고 공부는 제쳐놓고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운데. 

남  죄송해요. 처음엔 저도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거의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여  게임 중독이라는 게 있다는데, 네가 그런 것은 아니길 바란다. 

남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여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자신

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남  알았어요, 엄마. 최선을 다할게요. 

Tips & Clue
neglect 무시하다, 게을리하다

ruin ~을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kill (some) time 시간을 보내다, 소일하다

get hooked on ~에 맛들이다, 푹 빠지다 

addiction 중독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How did you break your arm?
	 M		I guess you could say I fell off a mountain. 

②	 M		Do you remember the music player that I borrowed from 
you?

	 W		Yes, what’s wrong with my music player? Did you lose it?

③	 W		I’d like to stay for 2 nights from next Thursday to Saturday. 
Do you have a vacancy?

	 M		We have one left, and it has an ocean view.

④	 M	Where did you put the TV?
	 W		We are giving a 25% discount when you buy the TV.

⑤	 W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anksgiving?
	 M		I have no plans at this time. How about you?

Translation
① 여  어쩌다 팔을 다친 거니?

 남  산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

② 남  내가 너한테 빌렸던 엠피(music player) 기억하니?

 여  응, 내 엠피(music player)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잃어버렸니?

③ 여  다음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2박을 하려 합니다. 빈방이 있나요?

 남  바다가 보이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④ 남  TV는 어디에 놓은 거죠?

 여  TV를 구매하시면 25% 할인해 드립니다.

⑤ 여  추수 감사절에 뭐 할 거니?

 남  아직은 아무 계획도 없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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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fall off ~에서 떨어지다 

have a vacancy 공석[결원, 빈방]이 있다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 

13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Ruby is a birthstone for July and symbolizes a passionate 
romance. A red transparent stone that is a form of corundum 
is called a ruby. All other stones in a form of corundum are 
classified as a sapphire. This precious stone is also called a 
brother-and-sister stone. This stone is much more expensive 
than a sapphire on a given condition of being equal in size and 
purity. This stone symbolizes the sun. It has been used quite 
frequently for designing a royal crown along with diamond. A 
person who likes this stone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 
leader who has the wisdom of a king and the beauty of a queen 
because his mind and body are well-balanced.

Translation
루비는 7월의 탄생석으로, 정열적인 로맨스를 상징한다. 강옥 중에서 투명한 

붉은빛을 지닌 돌을 루비라고 부르며, 나머지는 사파이어로 분류된다. 이 보

석은 남매석이라고 불리는데, 크기와 순도가 같다는 조건에서 이 보석이 사

파이어보다 훨씬 비싸다. 이 보석은 태양을 상징하며, 다이아몬드와 함께 왕

관의 제작에 자주 쓰였다. 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과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임금의 지혜와 여왕의 미를 지닌 지도자다운 특성이 있다고 한다.

Tips & Clue
passionate 정열적인

corundum (루비 따위) 강옥, 금강사 

be classified as ~로 분류되다

purity 순결, 청결

frequently 종종, 자주

well-balanced 균형이 잡힌

14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An examination test is only a little of what children learned at 
school. They test one’s ability to memorize the information they 
were taught, but not the ability to think intelligently about what 
they’ve been taught. They are marked by biased examiners who 
would fail students if they don’t agree with student’s answer 
regardless of how original or perceptive the student may be.

Translation 
시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중 극히 일부만을 테스트한다. 즉, 시험

은 정보를 기억해서 그것을 되뇌는 능력은 테스트할 수 있으나, 배운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테스트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그들이 작성한 

답안지가 독창적이고 통찰력이 있더라도 편견을 가진 채점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된다.    

Tips & Clue
intelligently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mark 채점하다, 표시하다

biased 편향된, 편견을 가진

examiner 채점자

regardless 상관없이

original 본래의, 독창적인

perceptive 직관력이 있는, 예리한 

15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Each frog begins as a tadpole. The tadpole is one stage in 
a frog’s development. It follows the egg stage. The tadpole 
breathes through gills. It is like a fish. The tadpole’s body goes 
through slow, gradual changes as it grows. First, the tail gets 
longer. Then the tadpole can swim. It eats underwater plants 
called algae. Soon, the tadpole’s body grows legs. At this point 
its gills are replaced by lungs. It does all its breathing on land. 
The last change for the tadpole has to do with its tail. Over 
time, the tail gets shorter and shorter. Soon, the tail is gone, and 
the animal becomes a frog.

Translation
개구리는 올챙이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올챙이는 개구리 성장 중의 한 단계

이다. 이것은 개구리 알의 다음 단계이다. 올챙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이

것은 생선과 흡사하다. 올챙이의 몸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다. 첫째, 꼬리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영을 하기 시작한다. 녹

조라는 물속 식물을 먹이로 한다. 그리고 곧 몸에서 다리가 자라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아가미가 허파로 바뀐다. 모든 호흡은 뭍에서 하게 된다. 마지

막 변천은 꼬리에서 일어난다. 시간이 흐르며 꼬리는 점점 짧아진다. 그리고 

곧 꼬리가 사라지며 개구리로 변한다. 

① 올챙이의 특징

② 개구리의 정의

③ 올챙이로부터 개구리까지

④ 허파 숨쉬기와 아가미 숨쉬기의 차이점

⑤ 개구리가 꼬리가 없는 이유

Tips & Clue
tadpole 올챙이

gill 아가미

gradual 점진적인, 조금씩의 

algae 녹조

lung 허파

definition 정의 

16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Even experienced campers sometimes get lost. To avoid getting 
lost, stay on marked trails. Use a compass so you know what 
direction you are going. To find your way with a compass, you 
must know which way you want to go. If you do get lost, don’t 
panic. This is the worst thing you can do. People who panic have 
been known to walk in big circles. They don’t realize this, of 
course. They exhaust themselves and never get back on course. 
If you are lost at night, build two campfires close together. Two 
columns of smoke side by side are a signal for help. Helpers will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fires. Be patient and wait until help 
arrives.

Translation
숙련된 야영자들도 간혹 길을 잃을 때가 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표시가 

되어 있는 산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나침반을 사용하여 당신이 가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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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야 한다. 나침반을 이용해 길을 찾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

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

장 나쁜 상황이다. 당황한 사람들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돌아다닌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기진맥

진해지며 제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는 두 개의 근접한 

모닥불을 피워라.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연기 기둥은 구조 요청의 신호이다. 

구조원들이 인식하고 불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라.          

Tips & Clue
camper 야영자

compass 나침반 

marked 표적이 있는, 표시된

trail 오솔길, 산길

panic 당황하다

exhaust 체력을 소모하다

column 기둥

signal 신호 

17 문제 유형 : 의미 추론 

Script
Industries would not survive without this. Modern technologies 
can turn out more products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If 
it were not for this, the factories would come to a stop due to 
lack of consumers. Industries spend a huge amount of money 
promoting the superiority of their products, services, or ideas. 
The importance of this is likely to be stressed more as the society 
grows.

Translation 
산업은 이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과학으로 역사상 어느 시

대보다 많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구매자의 부족으로 공장

은 가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제조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사회가 커질

수록 이것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① 기술 ② 컴퓨터  ③ TV  

④ 기계 ⑤ 광고

Tips & Clue
due to ~때문에

consumer 소비자

promote 판매를 촉진하다, 증진하다 

superiority 우수성

stress 강조하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Justin leaves at 8:30 a.m. and drives at an average speed of 
60km per hour. He reaches his destination at 11:30 a.m. How 
many kilometers did Justin travel?

Translation
Justin은 오전 8시 반에 출발해서 평균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한다. 그

는 오전 11시 반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Justin은 몇 km를 운전했나?

Tips & Clue
60×3=180km 

at an average speed of 평균 ~의 속도로  

destination 목적지 

travel 여행하다; 가다, 이동하다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package of 8 computer disks costs 10,000 won and a package 
of 15 disks costs 16,000 won. How much money will you save 
on 60 disks if you buy packages of 15 instead of packages of 8?

Translation
8개 묶음의 컴퓨터 디스크는 1만 원이고, 15개 묶음의 디스크는 1만 6천 

원이다. 60개를 사는 경우 15개 묶음을 사면 8개 묶음을 사는 것보다 얼마

나 절약할 수 있는가?

Tips & Clue
60/8×10,000=75,000, 60/15×16,000=64,000, 75,000-64,000=11,000

package 꾸러미; 포장한 상품

save 아끼다, 절약하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at is the topic of the passage?

Translation
시장 연구자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젊다고 생각한

다고 종종 말한다. 실제로 연구는 나이가 신체의 상태보다 마음의 상태를 가

리킨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확신시켜 준다. 사람의 수명이나 삶의 질은 나이

보다 정신적인 시야나 정신 활동의 정도와 훨씬 많은 관련이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감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회색시장에서 마케팅의 성공

을 예측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마케팅 담당자들은 매

매 촉진 운동에서 체감 나이에 초점을 맞춘다.

Q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나이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

② 회색시장에서 체감 나이의 중요성

③ 회색시장에 대한 마케팅 조사의 부족

④ 노년층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⑤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과 청년층의 역할 

Tips & Clue
the elderly 노년층

confirm 확인하다

mental 정신적인

outlook 시야, 견지

perceived age 체감 나이 (cf. actual age 실제 나이)

reliable 믿을 만한 

predictor 예언자, 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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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7 
Answer Key

01 ③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④  08 ②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④  17 ③  18 ②  19 ②  20 ①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diagram below shows the chemical reaction using atomic 
models. Which correctly represents Dalton’s Atomic Theory?

Translation
다음 그림은 원자 모형을 사용하여 화학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돌턴의 원자

설에 맞는 것은?

Tips & Clue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며, 화학 변화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

atomic model 원자 모형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i, Pam. Where did you go?
W	 I went the old lady’s house next door to us. She has a male 

poodle just like my dog Mimi.
M	 So, the dogs were on a date today. How did you get to meet 

the old lady?
W	 I met her while I was taking a walk not too long ago. She is 

widowed and lives by herself.
M	 She must be lonely.
W	 Not really. She said that she doesn’t feel that lonely because 

the dog keeps her company all the time. She regards the 
dog as her own kid.  

M	 But I don’t think the dog can ever replace the role of her 
own kid.

W	 That’s what we think. She seems very happy.
M	 I heard that pets are quite helpful in treating the mentally 

challenged children. I think pets can provide a mental 
comfort to the people living alone like the old lady in this 
era of nuclear family.

W	 I think so, too.

Translation
남  Pam, 어딜 다녀오는 거니?

여  이웃집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 우리 미미랑 같은 푸들 수컷이 있거든.

남  강아지들이 오늘 데이트하는구나. 할머니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여  얼마 전에 미미를 산책시키다가 만났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고 계셔.

남  쓸쓸하시겠다.

여  아니야. 강아지가 항상 옆에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 강아지

를 자식처럼 여기신다니까. 

남  하지만 강아지가 자식 역할을 대신할 순 없을 것 같아. 

여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할머니는 아주 행복해 보여. 

남  애완동물이 정신 지체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 요즘처

럼 핵가족 시대에 할머니같이 혼자 사시는 분에게도 애완동물이 정서적

인 안정을 주는 것 같아. 

여  그런 것 같아.

Tips & Clue
widow ~을 과부가 되게 하다 

keep a person company ~와 어울리다, ~의 상대를 해 주다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replace ~을 대신하다 

mentally challenged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comfort 위로, 위안

era 시대

nuclear family 핵가족 

03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	 Hey, Ashley. What are you doing here?
W	 Do you work part time here, Ted?
M	 Yes, I do. I want to earn some money during the summer 

vacation.
W	 How’s the work?
M	 I still keep making mistakes. Only thing I’m supposed to do 

is to take an order and bring food to the customers. But the 
work is not as simple as it may sound. Are you here to dine 
out with your family?  

W	 Yes, it’s my mom’s birthday. We are here to celebrate. It’s 
pretty nice and cool in here. The job shouldn’t be too hard.

M	 That’s true, but I have to walk around 8 hours a day. My 
legs really hurt by the end of the day. 

W	 Well, keep up the good work. It’s only for a month, you 
know.

M	 I’m going to try my best.

Translation
남  어, Ashley, 여긴 웬일이니?

여  Ted, 너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는 거니?

남  응. 여름 방학 동안 용돈 좀 벌어 보려고.

여  일은 어때?

남  아직 실수투성이야. 주문받고 손님한테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 가족이랑 외식하러 온 거니?

여  응, 엄마 생일이어서 축하 파티하러 왔어. 여긴 쾌적하고 시원해서 일이 

그렇게 고되진 않겠다. 

남  그건 그런데, 하루 8시간을 걸어다녀야 하니까 마칠 때쯤엔 다리가 너

무 아파. 

여  힘내. 한 달 동안이니까.  

남  최선을 다할거야. 

Tips & Clue
take an order 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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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e out 외식하다 

Keep up the good work. 계속 열심히 해라. 

04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hy are you so late, brother? I’m almost done though. Do 

you realize how hard it was to do all these all by myself?  
M	 I’m sorry. The traffic was pretty bad. Boy, you’ve done a 

lot already. Parents will be very happy. 
W	 We need to do something out of gratitude in celebration of 

their 20th anniversary.
M	 Is the cake ready? What about the dishes?
W	 The cake is in the refrigerator. I’ve ordered Chinese food at 

the Chinese restaurant. I’m about to start cooking Bulkogi, 
dad’s most favorite.

M	 All right. You’re doing great.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I know there isn’t whole lot left for me.   
                                       

Translation
여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거의 다 했어. 나 혼자 이거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  미안해. 차가 좀 막혔어. 벌써 많이 해 놨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여  결혼 20주년을 맞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에 답으로 뭔가 해야 해.

남  케이크는 준비했니? 요리는?

여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 놨고, 중국 음식점에 중국 음식을 주문시켜 놨

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 참이야. 

남  그래. 잘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 건 없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

는 것 같지는 않지만.                                        
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③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④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

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Tips & Clue
out of gratitude 감사의 보답으로

in celebration of ~을 기념하여 

refrigerator 냉장고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Rachel, you look very tired. What’s up?
	 W		I have tossed and turned for about a week.

②	 W	It’s too difficult to keep my balance.
	 M		It is the same for everyone at first.

③	 M	Don’t take your eyes off the road while driving!
	 W		Why not?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drive to work.

④	 W	These bags are only $10. I want to buy one.
	 M		Good. I’ll help you find a nice bag. How about this bag?

⑤	 M	How many people do you think are in the audience?
	 W		I don’t know, but I think there are 300 seats in total.

Translation
① 남  Rachel, 너 굉장히 피곤해 보여. 무슨 일이니?

 여  한 주 정도를 뒤척이느라 잠을 못 잤어.

② 여  균형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 

 남  누구한테나 처음은 힘든 거야.

③ 남  너 운전 중에 한눈팔면 안 돼!

 여  왜 안돼?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만 해.  

④ 여  이 가방들 10달러밖에 안 되네. 하나 사고 싶어.

 남  좋아. 내가 멋진 가방을 고르는 걸 도와줄게. 이 가방 어때?

⑤ 남  관객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니? 

 여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 생각엔 총 3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

Tips & Clue
toss and turn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거리다

keep one’s balance 몸의 균형을 잃지 않다, 침착성을 잃지 않다

take one’s eyes off ~에서 눈을 떼다

audience 청중, 관중, 관객

in total 전체로서, 통틀어 

06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hat was that sound? I thought I heard the music.
W	 So did I. Maybe Norah turned on the radio.
M	 She has a test tomorrow. She shouldn’t be listening to music.
W	 She had mentioned that she sometimes feels like listening 

to music after studying hard for a while.   
M	 There’s no way she can concentrate with the music on that 

loud.
W	 But she’s a lot better than the average kids these days.
M	 I don’t understand how one can focus on studies. It had to 

be as quiet as a mouse when I was studying in the past.
W	 Same with me. Well, Norah calls it a generation gap. It 

became a habit with her now. She said she can study better 
with the music on.

M	     

Translation
남  이게 무슨 소리지? 음악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여  그러게요. Norah가 라디오를 틀었나 봐요.

남  내일이 시험인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안 되지. 

여  Norah는 가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잠시 음악이 듣고 싶어진대요.

남  음악을 저렇게 크게 틀고 집중이 될 리가 없는데. 

여  그래도 Norah는 요즘 애들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에요.

남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옛날 내가 공부할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했는데. 

여  나도 그랬어요. Norah 말로는 그게 세대 차이라고 하던 걸요. 지금은 

습관이 돼서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                                            

①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②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③ 내가 학생일 때 하던 것처럼 하라고 해.

④ 당신도 음악 틀고 공부했어?

⑤ 자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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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focus on ~에 집중하다 

as quiet as a mouse 아주 조용한

generation gap 세대 차이

become a habit 버릇이 되다 

07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W	 You have an oral exam tomorrow, right Je Woo? Are you 

worried about it?
M	 Of course I am. The written exam doesn’t bother me, but I 

get so nervous before the oral exam. I also got so nervous 
talking with the school counselor for no reason.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W	 I’m just the opposite. Talking in front of the examiner   
doesn’t scare me. But every time I take a written test I get 
very nervous. 

M	 We should mix us together to make a perfect person in 
these fusion days.

W	 That’s a good idea.
M	 Any way, it’s no laughing matter. What am I going to do 

tomorrow?
W	 Don’t worry. I’m sure you’ll do well. Get a good night sleep. 
M	 OK. Let’s get off the phone now. I’ll try getting some rest 

for the big day.

Translation
여  제우야, 내일이 구술시험이지? 떨리지 않니?

남  당연히 떨리지. 나는 필기시험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구술시험 전에

는 너무 긴장하거든. 학교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도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니까. 정말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

여  나하고 반대네. 나는 시험관 앞에서 말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필기시

험을 볼 때마다 너무 떨려. 

남  요즘 같은 퓨전 시대에 너랑 나를 섞어 놓으면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여  좋은 생각이네.

남  아무튼, 웃을 일이 아니야. 내일 어떻게 하지?

여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만 푹 잠이나 자자.

남  그래. 그만 끊자. 내일을 위해 푹 쉬어야겠어.

Tips & Clue
oral exam 구술시험

school counselor 카운셀러, 상담역

opposite 반대의 물건[사람, 일]

examiner 시험관, 심사원

fusion 융합

no laughing matter 웃을 일이 아닌 문제, 심각한 문제

get off the phone 전화를 끊다

big day 중요한 날  

08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That was a good movie, wasn’t it?
M	 Yes. I couldn’t relax a bit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W	 I thought the fight was over when the hero was surrendering. 

I didn’t expect such a reversal in the movie.   
M	 I agree. The movie wasn’t that impressive, but there never 

was a dull moment. 
W	 Well, you didn’t feel like watching it earlier.
M	 Well, the critic said that it’s very unrealistic and action-

oriented.
W	 There’s nothing wrong with watching movies of this sort 

once in a while.
M	 Perhaps you’re right. By the way I’m getting hungry because 

we skipped lunch because of the movie. Let’s go grab 
something to eat.

Translation
여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

남  그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었어.

여  나는 주인공이 항복할 때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남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지만, 보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여  아까는 영화 안 보겠다고 하더니. 

남  평론가가 비현실적이고 너무 액션 위주로 구성된 영화라고 하길래.

여  가끔 이런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남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영화 보느라 점심을 거른 탓인지 배

가 고프네. 뭔가 먹으러 가자.

Tips & Clue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surrender 항복[자수]하다

reversal 뒤집기, 반전, 역전

There never is a dull moment. 지루할 틈이 없다.

critic 평론가, 비평가 

unrealistic 비현실적인 

action-oriented 액션 지향적인

sort 종류, 부류 

09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i, Susie. Would you like to go play tennis with me?
W	 Chan Ho? I didn’t know you played tennis.
M	 My dad taught me how to play on weekends because I 

really needed to exercise for my health. 
W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M	 Oh, for about 3 months. You’re pretty good, aren’t you?
W	 I’ve been playing it as a hobby for about 4 to 5 years. I 

haven’t played at all lately. I don’t know how bad I became.
M	 Well, I think I’m no match for you since you have played 

for so long.  
W	 You’ll never know. You know the saying that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A real test will prove which 
one is better. I’ll get changed and meet you at the court.

M	 Perhaps you can teach me some techniques.

Translation
남  Susie, 테니스 치러 가지 않을래?

여  찬호? 네가 테니스 치는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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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닝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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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해서 주말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여  얼마나 했는데?

남  한 3개월 정도. 너는 잘 치잖아?

여  나는 취미로 4~5년 정도 쳤지. 요즘엔 전혀 치질 않아서 실력이 얼마

나 녹슬었을지 모르겠어. 

남  그렇게 오래 쳤다면 나는 네 상대가 안 되겠다. 

여  모르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옷 갈아

입고 테니스장에서 보자. 

남  한 수 가르쳐 줘.

Tips & Clue
be no match for ~의 상대가 안 되다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10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I heard that you received two outstanding awards at the 

graduation ceremony. Congratulations. 
M	 Thank you. I was looking all over for you to take a picture 

with you at the graduation.
W	 Well, I had to rush to the hospital as soon as the ceremony 

was over because my grandpa was in critical condition. 
M	 I’m sorry to hear that. How’s he doing now?
W	 He’s doing better. Well, I’d like to treat you to dinner tonight 

to honor your awards even though it’s a little late. 
M	 No, I’d like to treat you to dinner. When should we meet?
W	 Why don’t I meet at your place at 6?
M	 OK. I’ll also call Steven. I’ll see you then.

Translation
여  졸업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다며? 축하해.

남  고마워. 졸업식 때 너랑 기념사진 찍으려고 많이 찾았는데.

여  사실은 그날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졸업식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었어.

남  그랬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좀 어떠시니?

여  좀 나아지셨어. 늦었지만 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내가 오늘 한턱 낼게.

남  아냐, 내가 사야지. 언제 만날까?

여  오후 6시는 어때?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남  좋아. 내가 Steven에게도 연락할게. 그럼 그때 보자.

Tips & Clue
outstanding 눈에 띄는, 현저한; 우수한 

award 상, 상품, 상금

be in a critical condition 위독하다

treat someone to dinner ~에게 저녁을 사다

honor 존경하다, 명예를 주다 

11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Oh? It started raining.
M	 The sky is getting dark. I think it’s going to start pouring 

pretty soon.
W	 What did the weather forecast say? Did it say it was going 

to rain?

M	 No. They didn’t mention a word of rain. That’s why we 
came to the swimming pool.

W	 It feels hotter today because of the humidity. It must be 
somewhere around 30 degrees now.

M	 They said today’s high will reach 33 degrees.
W	 It seems like we will get a lot of rain today. Let’s go to the 

indoor swimming pool instead.
M	 It’s also fun to swim in the rain.
W	 I don’t think so. You don’t want to be exposed to acid rain 

too long.
M	 You are always so health-conscious. OK, let’s go to the 

indoor pool.

Translation
여  어? 빗방울이 떨어지네.

남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곧 비가 퍼부을 것 같다. 

여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비 온다고 했었니?

남  아니, 비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어. 그래서 수영장에 온 거잖아.

여  습기 때문에 오늘 더 더운 것 같아. 지금 30도쯤 되겠어.

남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라고 하던걸.

여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실내 수영장으로 가자.

남  비 맞으면서 수영하는 것도 재미있어. 

여  아냐. 산성비라 많이 맞으면 좋지 않아.

남  언제나 건강을 챙기는구나. 그래, 실내 수영장으로 가자.  

Tips & Clue
not mention a word of ~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다 

humidity 습기

be exposed to ~에 노출되다 

acid rain 산성비 

health-conscious (자신의) 건강을 항상 의식하는 

indoor pool 실내 수영장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Is this the flight counter where I check in?
	 M		Yes, it is. Please put your luggage on the scale.

②	 M	May I please have a pillow and blanket?
	 W		Yes, sir. Please buckle your seat belt and I will bring those 

to you.

③	 W	Can I borrow your Spanish language book?
	 M		Are you trying to learn to speak Spanish?

④	 M	Are you excited about the camping trip tomorrow?
	 W		I’m always worried about the weather.

⑤	 W		You forgot to fill in the amount you want. How much 
would you like?

	 M		I would like to withdraw one hundred dollars.

Translation
① 여  여기가 제가 체크인할 항공사 카운터인가요?

 남  네, 맞습니다. 짐 가방을 계량기에 올려 주세요.

② 남  베개와 담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  네, 선생님. 안전 벨트를 채워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③ 여  네 스페인 어 책 빌려줄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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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닝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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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너 스페인 어 배우려고? 

④ 남  내일 캠핑 여행 가는 거 기대되니? 

 여  난 항상 날씨가 걱정이에요.

⑤ 여  원하시는 금액을 적지 않으셨네요. 얼마를 원하시나요?

 남  백 달러를 인출해 주세요.

Tips & Clue
luggage 수화물, 짐

scale 저울

buckle one’s seat belt 안전벨트를 채우다

withdraw 인출하다 

13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Once there was a shepherd boy who tended to leave his sheep 
alone. Sheep are gentle animals. They are easy to take care of. 
The boy grew bored one day. “I can’t stand another minute 
alone with these sheep,” he said. He knew only one thing would 
bring people quickly to him. If he cried, “Wolf!” the men in the 
village would run up the mountain. They would come to help 
save the sheep from the wolf. “Wolf!” he yelled loudly, and 
he blew on his horn. A dozen men came running. When they 
realized it was a joke, they were very angry. The boy promised 
never to do it again. But a week later, he got bored and cried, 
“Wolf!” again. Again, the men ran to him. This time they were 
very, very angry. Soon afterwards, a wolf really came. They 
boy was scared. “Wolf!” he cried. “Wolf! Wolf! Wolf!” 

Translation
옛날에 양들을 따로 두길 좋아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다. 양은 온순해서 돌

보기 쉬운 동물이다. 어느 날 소년은 따분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 양들과 

더는 같이 있기 싫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즉시 달려오도

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가 “늑대다!”라고 외치면 마을의 남

자들은 산으로 즉시 달려올 것이다. 그들은 양떼를 늑대로부터 구하려고 올 

것이다. 소년은 “늑대다!” 하고 크게 소리치고 나팔을 불었다. 열 명 이상의 

남자들이 달려왔다. 농담이었던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매우 분노했다. 소년

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후, 소년은 따분해져

서 “늑대다!” 하고 다시 한번 소리를 쳤다. 다시금 남자들이 달려왔다. 이번

에 그들은 매우 매우 화가 났다. 얼마 안 있어, 늑대가 정말 나타났다. 소년

은 공포에 질렸다.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라고 마구 소리쳤다. 

Tips & Clue
shepherd 양치기

grow bored 지루해지다

blow (on) horn 나팔을 불다  

dozen 1다스, 12개

eat up ~을 먹어 없애다 

14 문제 유형 : 내용 파악 

Script
These two facilities were built at the same time and are quite 
modern and well-equipped. Students share a room with a 
roommate. The shower room is shared with other students 
living on the same floor. There is a resident’s lounge with the 

television and a wide selection of newspapers and magazines 
on every even-numbered floor. In the basement of each building 
there is a cafeteria. But please remember, you must purchase 
a meal card and show it with your ID to be admitted to the 
cafeterias.

Translation  
이 두 시설은 동시에 지어졌으며, 현대식으로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룸메이트와 같이 방을 쓰며, 샤워 시설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학

생들과 함께 이용합니다. 짝수 층마다 TV 및 각종 신문과 잡지가 갖춰진 휴

게실이 있습니다. 각 기숙사 건물의 지하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

하십시오. 식당에 입장하려면 식권을 사고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Tips & Clue
facility 시설, 설비, 편의 시설   

well-equipped 시설이 좋은; 시설을 잘 갖춘 

resident 거주자; 주재하는 

lounge 로비, 사교실, 휴게실, 거실 

selection 선발, 선택(= choice), 정선, 선정 

even 짝수의 (↔ odd); 딱 맞는 

basement (건물의) 지하층, 지하실   

cafeteria 카페테리아(셀프서비스 식당)   

admit 입장을 허용하다, 인정하다 

15 문제 유형 : 내용 파악 

Script
Do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ou can, if you attend the free lecture at Sejong Hall 
on Ewha University campus. Dr. Jackson who’s been with 
NASA for the past 20 years will be a guest speaker. The lecture 
will start exactly at 9 o’clock. We hope to see you there.

Translation  
국제 우주 정거장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화 대학 캠퍼스에 있는 세

종 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연회에 참석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NASA에서 일해 온 Jackson 박사가 초빙 강사입니다. 강연은 9시 정

각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① 달 위를 걸어다니는 인간 

② 학교 여는 시간 

③ 우주 정거장에 대한 강의 

④ 로켓 제작 비용 

⑤ NASA의 창조 

Tips & Clue
attend 수업을 듣다, 참가하다

guest speaker 초빙 강사, 초청 연사 

lecture 강의, 수업

16 문제 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are at Chicken Castle for lunch. After ordering your favorite 
meal, a chicken combo with French fries and a soda, you start to 
walk away. Then, you remember your boss mentioning that he 
would pay for your meal if you gave him the receipt. So, you get 
back in line. The restaurant employee smiles, and asks if there is 
any problem. What would you say in tha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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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당신은 점심을 먹으러 Chicken Castle에 왔다. 가장 좋아하는 감자튀김이 

곁들여진 치킨 콤보와 음료수를 주문한 후 자리로 걸어가다가, 영수증을 보

여주면 당신의 상사가 식사 값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당

신은 줄을 다시 선다. 식당 종업원이 미소 지으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① 여기는 가격이 싸군요. 

②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③ 오늘 저희 사장님 오셨었나요? 

④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 

⑤ 주문을 제대로 못 받았네요. 

Tips & Clue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receipt 영수증

get back in line 다시 줄을 서다 

1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Jimmy was very excited about his birthday party. He invited 
all of his friends to the party. On Saturday, they all came with 
presents. They had pizza, swam in his pool, and watched Jimmy 
opening his presents. Then, everyone ate birthday cake and sang 
‘Happy Birthday.’ When the party was over, Jimmy thanked his 
friends for coming, and waved good-bye.

Translation  
Jimmy는 자신의 생일 파티 때문에 매우 들떠 있었다. 그는 친구들을 전부 

초대했다. 토요일에 친구들이 모두 선물을 들고 왔다. 그들은 피자를 먹고, 

수영장에서 수영했으며, Jimmy가 선물을 뜯어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

고는 모두가 생일 케이크를 먹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파티가 끝났

을 때, Jimmy는 친구들에게 와 준 것을 고마워했고 작별 인사를 했다.  

Tips & Clue
invite 초대하다

watch 지켜보다

thank ~에게 감사하다 

wave 손을 흔들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re are two water buckets. A bucket holds 48 liters of water, 
and B holds 12 liters of water. In order to make the quantity of 
bucket A three times larger than bucket B, how much water has 
to be transferred from bucket A to B?

Translation 
두 개의 물통이 있다. A 물통에는 물이 48리터 들어 있고, B 물통에는 물이 

12리터 들어 있다. A 물통의 물이 B 물통의 물의 3배가 되게 하려면, A 물

통에서 B 물통으로 몇 리터의 물을 옮겨야 하는가? 

Tips & Clue
A에서 B로 옮긴 물의 양을 x라 하면, 48-x=3(12+x) ∴x=3리터

water bucket 물 양동이 

quantity 양

transfer ~을 옮기다, 움직이다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8 people went to amusement park: Melanie and her 7 friends. 
If the entrance fee was 1,500 won, and they paid 500 won each 
to ride a roller coaster, how much money did Melanie and her 
friends spend at the amusement park?

Translation
Melanie와 친구 7명, 총 8명이 놀이동산에 갔다.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1인

당 1,500원이었고,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1인당 500원씩 냈다면. Melanie
와 친구들이 놀이동산에서 낸 돈은 모두 얼마인가?

Tips & Clue
1,500×8+500×8=16,000(원)

amusement park 놀이 공원

entrance fee 입장료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best for the title of the passage?

Translation
모든 사람들은 본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본능을 따르는 것은 필요하

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결정을 내릴 때 쓰이는 지침으로 본능을 쓰는 법

을 배우는 데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어떤 사람의 본능도 언제나 옳지

는 않다. 그렇다면, 언제 본능을 따르고, 언제 본능을 무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 본능을 따르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충동적인 결정

을 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본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험을 사용하라. 과거 경험은 당신의 본능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를 준다. 

Q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ips & Clue
instinct 직감, 본능  

sufficient 충분한, 족한  

impulse 추진력, 충동   

ignore 무시하다  

regret 후회하다  

analyze 분석하다, 검토하다  

dictate 명령하다, 지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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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8 
Answer Key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⑤  09 ②  10 ①

11 ④  12 ②  13 ③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⑤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Line spectrums of several substances are shown below. Which 
two substances are composed of the same chemical elements?

Translation
다음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원소를 포

함하고 있는 물질을 옳게 짝을 지은 것은?

Tips & Clue
같은 원소를 포함한 선 스펙트럼은 나타나는 선의 수, 굵기, 위치 등이 모두 같다.

spectrum 범위, 스펙트럼 

substance 물질 

be composed of ~로 구성되어 있다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Jack didn’t come to school today again.
M	 I just called him. I think he has a severe cold.
W	 Was he in bad shape?
M	 He has a runny nose and is burning with fever.
W	 That’s too bad. I wish he gets well soon. We have tests 

starting next week.
M	 He asked if he could borrow my notes. I’m going to drop 

by his house after school.
W	 You are a good friend, David.
M	 It’s the least I can do for him.
W	 Do you want me to come along?
M	 That’ll be great.
W	 I’ll buy some flowers.
M	 He’ll be so excited to see you after lying down in bed all 

day.

Translation
여  Jack이 오늘도 못 나왔네.

남  방금 전화해 보니까 감기가 심하대.

여  많이 안 좋다니?

남  콧물이 나고 열도 아주 많이 난다고 하더라.

여  안됐네.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다음 주부터 시험이잖아.

남  Jack이 노트 필기한 것들 빌려 달라고 해서 방과 후 그의 집에 갈 거야.

여  David, 너는 참 좋은 친구구나.

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야.

여  같이 갈까?

남  그럼 좋지.

여  내가 꽃을 좀 살게. 

남  종일 집에 누워 있다가 너를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Tips & Clue
in bad shape 부상하여, 쇠약하여 

have a runny nose 콧물을 흘리다 

burn with fever 열이 펄펄 나다 

03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W	 I think I’ve finally found a new place I like.
M	 That’s great. Is that the one you saw yesterday?
W	 No, that one was too expensive. The apartment nearby my 

kid’s school was the one I liked.
M	 Have you signed the contract?
W	 Not yet. I like the size and everything else, but it’s a bit too 

far from the subway station.
M	 It must be close to the market if it’s near the school.
W	 That’s correct. I think I’ll look around more and then decide.
M	 Well, if you keep looking you won’t be able to find one 

before the year is over. Why don’t you browse through and 
decide?

W	 I want to be as careful as I can when I buy my first house.

Translation
여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

남  잘됐다. 어제 본 그 집이니?

여  아니, 그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 아이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라고. 

남  계약은 했니?

여  아직. 집의 크기나 다른 것들은 좋은데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어.

남  학교 근처면 시장에서도 가깝잖아?

여  그건 맞아. 하지만 주변 환경을 더 돌아보고 결정하려고 해.

남  계속 찾다가는 올해가 다 지나도 집을 살 수 없을 거야. 대충 보고 마음

에 들면 결정해.

여  처음으로 사는 집인데 신중히 살펴보고 사야지.

Tips & Clue
nearby ~의 바로 옆에[의]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다

browse through ~을 훑어보다 

04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ow did the blind date go yesterday? Was it fun?
M	 Not even. I lost my wallet on the way and didn’t even get to 

meet her.
W	 Where did you lose it?
M	 Probably in the subway train.
W	 Oh, no. What did you do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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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called the lady and asked her to meet some other time.  
W	 Why? Why didn’t you just go ahead and meet with her?
M	 Well, I was totally broke and so upset. I just came back 

home.
W	 Was there a lot of money in the wallet?
M	 All the allowances I saved were in it. I’ve lost them all.   

Translation
여  어제 소개팅했다며, 재미있었어?

남  재미있기는. 가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상대를 만나지도 못했어.

여  어디서 잃어버린 건데?

남  아마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여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니?

남  상대에게 전화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양해를 구했지.

여  왜? 그냥 가서 만나지 그랬어?

남  돈도 없는 데다 너무 열받아서 그냥 집으로 왔어.

여  지갑에 돈이 많았니?

남  용돈 받은 것을 모아 놓았는데, 다 잃어버렸어. 

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야.

② 나무에서 고기를 찾았지.

③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

④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댔어.

⑤ 시간이 약이야.

Tips & Clue
blind date 소개팅

broke 돈이 없는, 빈털터리의 

allowance 수당(금), 지급금; 용돈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I bought this sun block cream here three days ago, but I’d 
like to get a refund.

	 M		Why? Are there any problems?

②	 M		How have you been since we started the summer vacation?
	 W		I’ve been good. I went on a backpacking trip to Western 

Europe with my parents.

③	 W	Excuse me, the line begins back there.
	 M		Actually I am trying, but the line is busy.

④	 M	Have you thought about what I said yesterday?
	 W		Yes. But I don’t think I am quite ready for that.

⑤	 W	Do you take American Express?
	 M		I’m afraid not. We only take Visa or Master Card.

Translation
① 여  3일 전에 제가 여기서 이 선크림을 샀는데요, 환불을 받고 싶어요.

 남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② 남  여름 방학 시작한 후로 어떻게 지냈니?

 여  잘 지냈어. 서부 유럽에 부모님과 배낭여행을 다녀왔어.

③ 여  죄송합니다만 이 줄은 저 뒤쪽에서부터 서야 합니다.

 남  사실 노력하고 있지만, 통화 중이에요.

④ 남  내가 어제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여  응. 하지만 난 아직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⑤ 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받나요?

 남  죄송합니다. 저희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만 받습니다.

Tips & Clue
get a refund 환불 받다 

go on a backpacking trip 배낭여행을 가다 

The line is busy. 통화중이다. 

0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Welcome. How would like your hair done?
W	 I’d like a little trim, please.
M	 Would you like to have your hair dyed as well?
W	 I’d like to, but the summer vacation is almost over. Hair 

dyeing is prohibited by the school.
M	 Is that so? I thought you were a college student. We’ll have 

your hair trimmed. Here you go. How do you like it?
W	 I like it very much. I’d like to take a look at the back, too.
M	 Please use this mirror.
W	 It’s a little shorter than I wanted, but I still like it.
M	 I think this style is much better for a student.
W	 Thank you.

Translation
남  어서 오세요. 머리를 어떻게 손질해 드릴까요?

여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남  염색도 해 드릴까요?

여  하고 싶지만, 방학이 곧 끝나서요. 학교에서 염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남  그래요? 대학생같이 보이는데. 그럼 커트만 해 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  아주 마음에 들어요. 뒷머리도 보고 싶어요.

남  이 거울을 보세요.

여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짧은 듯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남  이런 머리 모양이 학생한테 잘 어울려요.

여  고맙습니다.

Tips & Clue
trim 정돈, (머리 모양을 바꾸지 않고 하는) 이발

have one’s hair dyed ~의 머리를 염색하다 

as well 게다가, 그 위에  

prohibit ~을 금하다 

0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I would like to mail this package and a letter.
W	 Would like to send the letter by regular mail?
M	 No, I’d like to send it by express mail.
W	 OK. Please put this postage stamp on and drop it in the 

mailbox. Where are you sending this package to?
M	 To Seoul please.
W	 What’s in the package?
M	 They are books and tapes.
W	 Please put it on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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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ow long would it take to get there?
W	 About two days, sir.

Translation
남  이 소포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  편지는 보통 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남  아니요, 빠른 우편으로 보내려고 해요.

여  그럼, 이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세요. 이 소포는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남  서울이요.

여  소포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남  책과 테이프가 들어 있어요.

여  여기 저울 위에 올려 놓으세요.

남  얼마나 걸리나요?

여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Tips & Clue
regular mail 일반[보통] 우편 

express mail 급행[빠른] 우편

postage stamp 우표(= stamp)

08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hat seems to be wrong?
M	 I have this stomachache all of a sudden. And I feel like 

vomiting.
W	 Is that right? What did you have for lunch?
M	 It’s just the regular meal served at the school cafeteria.
W	 OK. Let me examine your stomach. Please lie down over 

here. Tell me when it hurts when I press your stomach.
M	 Right there. It really hurts.
W	 I think we need to do a blood test. I don’t think it’s food 

poisoning. It could be acute stomach cramps. I’ll prescribe 
some medications after I see the blood test results. 

M	 Are you going to give me a shot?
W	 Well, I need to give you one if you want to get well soon. 

Why? Are you afraid?
M	 Yes. Please let me just take the medications only.
W	 I don’t think so. You need both.

Translation
여  어디가 아파서 오신 건가요?

남  갑자기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요.

여  그래요? 점심때 뭘 드셨나요?

남  학교 식당에서 보통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여  알겠습니다. 배를 진찰해 볼게요. 여기 누워 보세요. 배를 눌렀을 때 아

프면 말해 주세요.

남  바로 거기요. 굉장히 아파요.

여  피 검사를 해 봐야겠어요. 식중독은 아닌 것 같고, 급성 위경련 같아요. 

우선 피 검사 결과를 보고 약을 처방하도록 할게요.

남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여  빨리 나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해요. 왜요? 겁나서요?

남  네. 약만 먹게 해 주세요.

여  안 돼요. 주사를 맞고 약도 먹어야 해요.

Tips & Clue
vomit 구토하다

examine ~을 조사하다, 검사하다 

blood test 혈액 검사

food poisoning 식중독 

acute (통증 따위가) 심한, 격렬한

stomach cramp 복통 

prescribe ~를 처방하다

medication 약

shot 주사 

09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W	 Peter, would like to go see a movie this weekend?
M	 Sounds good. What are we going to see?
W	 How about Harry Potter IV? I’ve seen the first three already.
M	 I’ve already read the book though.
W	 Movies are always different from books.
M	 I agree, but I already know the plot.
W	 Which movies do want to watch then?
M	 What about the new Chinese movie?
W	 Their plots are always very obvious. And I think we are too 

young to see it.
M	 OK, then. It’s your call.  
W	 Alright. I’ll think it over. Let’s meet on Saturday.
M	 I’ll see you then.

Translation
여  Peter,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남  좋아. 뭐 볼 건데?

여  해리포터 4편 어때? 난 1편부터 3편까지 다 봤어.

남  나는 책으로 벌써 4편 읽었는데.

여  영화는 항상 책이랑 다르잖아. 

남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여  그럼 너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데?

남  새로 개봉한 중국 영화는 어때?

여  중국 영화는 항상 줄거리가 뻔하잖아. 그리고 우린 너무 어려서 볼 수 

없어.

남  그래. 그럼 네가 고르도록 해.

여  알았어. 생각해 볼게. 토요일에 만나자.

남  그때 보자.

Tips & Clue
plot 줄거리

obvious 명백한, 뻔한 

It’s your call. 네가 결정할 문제다. 

10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Hi, Brian. I can’t send you the achievement report because 

my computer is down.
M	 When did you start having the problem?
W	 It was fine until yesterday. But it didn’t work when I 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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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n this morning. 
M	 What shall we do? You live too far from me.
W	 Is it all right if I gave it to you at school tomorrow?
M	 We will be pressed for time then. The report is due the day 

after tomorrow, you know.
W	 Then why don’t I go to the nearest Internet cafe and send it 

to you by e-mail?
M	 Sorry for the trouble, but please do that for me. You can 

play computer games there after sending it to me.

Translation
여  Brian, 내 컴퓨터가 고장 나서 너랑 같이 하기로 한 수행 평가 보고서를 

보낼 수가 없어.

남  언제부터 그랬는데? 

여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전원을 켜니 작동이 안 되네. 

남  그럼 어떻게 하지? 너희 집은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여  내일 학교에서 줘도 괜찮아?

남  시간에 쫓길 것 같은데. 내일모레까지 제출해야 하잖아. 

여  그럼 내가 가까운 PC방에 가서 이메일로 보낼게. 

남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해 줘. 메일 보내고 나서 게임도 하면 되잖아.

Tips & Clue
achievement report 수행 평가 보고서

down (기계, 컴퓨터 따위가) 작동 정지 중인, 고장 중인 

be pressed for time 시간에 쫓기다 

11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It’s so hot, isn’t it?
M	 Yes, it is. I’m really sweating.
W	 Do you want to go over to my place to play some computer 

games with the air conditioner on? My parents are away on 
vacation.

M	 Why don’t we go ice skating at the Lotte World instead?
W	 No, I don’t want to ice skate in the middle of summer. I’d 

rather go swimming.
M	 Well, we went there last week.
W	 Wasn’t it fun?
M	 Yes, but I’m still suffering from the sunburn.
W	 What did I tell you? You need to cover yourself with sunscreen.
M	 Well, if you insist on swimming let’s go to an indoor pool.
W	 OK. That’s what we’ll do.

Translation
여  날씨가 너무 덥지?

남  응, 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나.

여  우리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 놓고 컴퓨터 게임이나 할까? 부모님은 휴

가 가셨거든.

남  롯데월드에 스케이트나 타러 가는 건 어때?

여  싫어, 한여름에 스케이트 타고 싶지 않아. 차라리 수영장이나 가자.

남  수영장은 지난주에 갔잖아.

여  재미있지 않았니?

남  재미는 있었지만, 햇볕에 너무 많이 타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

여  내가 뭐라고 했니? 자외선 차단 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고 했잖아.

남  어쨌든 수영을 하러 간다면 실내 수영장으로 가자.

여  좋아. 그렇게 하자.

Tips & Clue
sweat 땀을 흘리다 

with the air conditioner on 에어컨을 틀어 놓고

suffer from 병을 앓다, ~로 고통 받다 

sunburn 볕에 탐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insist on ~을 주장하다, 고집하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English or science?
	 W		I like science better. But science is not my most favorite 

subject.

②	 W	I want this portable multimedia player. How much is it?
	 M		You have excellent taste. This is one of the latest PMPs.

③	 M	Where can I pick up my baggage?
	 W		What was your flight number?

④	 W	When are you going to deliver my copier?
	 M		We’re very busy right now. We’ll try to deliver it soon.

⑤	 M	If I buy both the jeans and the T-shirt, do I get a discount?
	 W		Well, a special sale just started today. You can get 30% 

off the original price.

Translation
① 남  영어랑 과학 중에 어느 과목을 더 좋아하니?

 여  과학을 더 좋아해. 하지만 과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야.

② 여  이 PMP를 사고 싶은데요. 얼마죠?

 남  좋은 취향이시네요. 이것은 최신 PMP예요.

③ 남  어디에서 제 가방을 찾을 수 있죠?

 여  항공편 번호가 몇 번인가요?

④ 여  제 복사기를 언제 배달해 주시나요?

 남  저희가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곧 배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⑤ 남  청바지와 티셔츠를 둘 다 사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여  특별 세일이 오늘 막 시작되었어요. 원래 가격에서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Tips & Clue
portable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의

latest 최신의

baggage 수화물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13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form you that your sons and 
daughters have completed all the academic requirements over 
the last three years of study at Hutt High School. We feel as if 
the day they entered our school was yesterday, and now they 
will proudly receive their graduation certificates. Not unlike 
many successful graduates in our long history, your children 
will go out into the world, and successfully particip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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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s of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education. The 
graduation ceremony will be held next Friday in Hutt High 
School’s Assembly Hall. On behalf of the school, I would like 
to extend our invitation to you and your family.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there.

Translation
귀하의 자녀가 Hutt 고등학교에서 지난 3년간에 걸쳐 필요한 모든 학업을 

이수했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 학교

에 입학하던 날이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들은 자랑스럽게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긴 역사를 통해 배출된 많은 성공한 졸업생

들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자녀도 세상으로 진출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식은 다음 주 금요일

에 Hutt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릴 것입니다. 학교를 대표해 귀하와 가족들까

지 초대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Tips & Clue
inform 알리다    

requirement 필요 조건

graduation certificate 졸업 증서

on behalf of ~를 대표하여

extend 확장하다

14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A boy entered a coffee shop where I worked as a waitress. He 
sat at a table and asked me how much an ice cream sundae was. 
“Fifty cents,” I replied. The little boy pulled his hand out of 
his pocket and studied a number of coins in it. “How much is a 
dish of plain ice cream?” he inquired. Some people were now 
waiting for a table, and I was impatient. “Thirty-five cents,” 
I said angrily. The little boy again counted the coins and he 
ordered the plain ice cream. I brought the ice cream and walked 
away. The boy finished, paid the cashier, and departed. When 
I came back, I swallowed hard at what I saw. There, placed 
neatly beside the empty dish, were fifteen pennies – my tip.

Translation
한 소년이 내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커피숍에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서 나에게 과일을 얹은 아이스크림이 얼마냐고 물었다. “50센트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 어린 소년은 손을 주머니 밖으로 빼서 그 속의 많은 동전을 자

세히 살펴보았다. “보통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그는 물었다. 몇몇 사람들

이 테이블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참을성이 없어졌다. “35센트예요.”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 어린 소년은 다시 동전들을 세었고 보통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고 가버렸다. 그 소년은 아이스크림

을 다 먹고, 계산원에게 돈을 내고 떠났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본 

것에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나에게 준 팁 15센트가 빈 접시 옆에 깨끗

하게 놓여 있었다.

① 안심한 → 짜증 난

② 차분한 → 질투하는

③ 동정하는 → 겁에 질린

④ 무서운 → 무관심한

⑤ 화난 → 당황한 

Tips & Clue
ice cream sundae 과일, 과즙 등을 얹은 아이스크림 

study 주의해 보다, 유심히 보다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조급한

swallow hard (가까스로) 침을 꼴딱 삼키다  

neatly 깔끔하게, 단정하게 

15 문제 유형 : 주장 찾기 

Script
We have to ask ourselves a question. What kind of world will 
our children have to live in? Will they have air to breathe and 
food to eat? These are among the basic questions that were 
addressed at the first world meeting on the environment, 
attended by more than 100 world leaders and 30,000 other 
scientists, newspeople, and citizens concerned. These complex 
problems can no longer be solved by individual countries. 
Nations of the world must act together if we are to develop 
answers that will give a safe and healthy world to our children. 
World leaders should have the vision to protect our environment.

Translation
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떤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

이 살 것인가? 그들이 숨 쉴 공기와 먹을 음식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

문들이 10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과 30,000명의 다른 과학자들과 보도 

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시민들이 참석한 환경에 대한 첫 번째 세계 회의에서 

제기된 기본적인 질문 중에 있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은 더는 개별 국가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세계의 국가들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우리

의 아이들에게 주게 될 해답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세

계 지도자들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비전을 가져야 한다.

Tips & Clue
address 제출하다

concerned 관계하고 있는

complex 복잡한

newspeople 신문 기자

16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Chopsticks were developed about 5,000 years ago in China. 
People cooked their food in large pots, and hasty eaters then 
broke tiny branches off trees to pick out the hot food. By 400 
B.C., food was chopped into small pieces so it could be cooked 
quickly. The pieces of food were small enough that knives 
were not needed at the dinner table. People were advised to use 
chopsticks instead of knives at the table because knives would 
remind them of killing animals. By 500 A.D., chopstick use had 
spread to other countries.

Translation
젓가락은 약 5,000년 전 중국에서 발달하였다. 사람들은 커다란 솥으로 음

식을 요리했는데, 그때 성급하게 먹으려는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집으려고 

나무의 작은 가지를 부러뜨려 가져왔다. 기원전 400년경에 음식을 잘게 썰

었기 때문에 빨리 요리될 수 있었다. 음식 조각들은 식탁에서 칼이 필요 없을 

만큼 작았다. 사람들은 식탁에서 칼 대신 젓가락을 쓰라는 충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칼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었다. 서기 500년경

에는 젓가락 사용이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었다.

Tips & Clue
hasty 성급한, 조급한 

branch 나뭇가지

pick out ~을 고르다, 선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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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 ~을 자르다, 잘게 썰다 

spread 퍼뜨리다, 보급시키다 

1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Last Friday afternoon my sister and I were visiting a museum. 
We became so interested in the mummies that we lost track of 
the time. Suddenly, the lights in the room dimmed twice and 
then went out. I couldn’t see anything. Then I had visions of 
mummies coming toward us with cold, dead hands. Out of 
the dark came a vague voice, “Who’s there?” I couldn’t talk. 
Neither could my sister. All at once, the lights came on. An 
attendant was hurrying toward us. He looked angry as he led us 
out of the museum, saying, “We closed fifteen minutes ago!”

Translation
지난 금요일 오후에 나와 누나는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었다. 우리는 미라에 

몹시 흥미를 느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갑자기 방안에 불이 두 번 침

침해지더니 꺼졌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미라들이 차갑게 

죽은 손을 내리고 우리를 향해 오는 환영을 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거기 

누구요?”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느닷없이 불이 들어왔다. 한 직원이 황급히 우리에게로 왔다. 

그는 “15분 전에 문을 닫았다고요!”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박물관 밖으로 인

도해 주었는데 화가 난 듯이 보였다.

Tips & Clue
mummy 미라 

lose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모르다

dim 어두침침해지다, 흐릿해지다 

vision 환영

vague 희미한

attendant 안내원, 종업원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When people are asked to make sacrifice of themselves to 
save the kingdom some laugh at the appeal and some show 
willingness to give their blood for the kingdom. An individual’s 
life isn’t significant. The kingdom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An individual shall exist only to fight for the good of kingdom. 
He shall shed his blood for the kingdom. We have information 
to suggest that an enemy’s attack may be imminent. We shall 
carry out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enemy. We expect you 
to give your best as the elite contingent serving Her Majesty.

Translation
왕국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비웃지만 어떤 사람은 

왕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건다. 개인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왕국이다. 개인은 왕국을 위해 싸우려고 존재하고, 왕국을 위해 죽

어야 한다. 적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적들에 맞서 선제공

격을 퍼부어야 한다. 여왕의 최정예 군대로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Tips & Clue
sacrifice 희생 

kingdom 왕국

willingness 기꺼이 하기, 자진해서 하기 

shed one’s blood 피를 흘리다, 죽다 

imminent 촉박한, 절박한

carry out ~을 수행하다 

preemptive 선제의, 예방의 

contingent 분견대, 파견단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Mr. A conducted an experiment to determine the time of the day 
when the temperature reaches the peak. He set up a thermometer 
at 1 meter above the ground and took the temperature every 
hour on the hour. He was expecting the temperature would 
peak out at noon. But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temperature was recorded at 2 in the afternoon. Mr. A, in the 
mean time, cannot accept the fact and still maintains that the 
temperature should rise to the top at noon.

Translation
Mr. A는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언제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

였다. 지면에서 1m 되는 곳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매 시간 온도를 측정하였

다. 그는 정오에 온도가 가장 높으리라 생각했는데, 측정 결과 오후 2시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Mr. A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정오에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Tips & Clue
conduct 실시하다 
reach the peak 최고조에 이르다 

thermometer 온도계 

peak out 정상[정점]에 이르다 
in the mean time 그동안에

maintain 주장하다, 유지하다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best for the writer’s opinion?

Translation
올해에는 사냥 사고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희생자들은 사냥감으로 

오인된 사냥꾼들과 등산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피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희생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경찰을 비난한다. 사실, 경찰

은 자격을 갖춘 사냥꾼들에게만 허가를 내주었고, 등산객들에게는 수렵 기

간 중에 밝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충고하였다. 물론, 경찰이 조금 더 강하

게 경고하거나 혹은 그밖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

의 안전 보장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희생자 본인이다. 그들은 평범

한 옷을 입고 혼자 있을 때에는 깊은 숲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쓰지 말아야 했다.

Q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ips & Clue
sharply 급격히 

victim 희생자, 피해자

avoidable 피할 수 있는

take proper measures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issue ~을 내다, 발하다, 공포하다 

preventive action 예방 조치

risk one’s life ~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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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9 
Answer Key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①

06 ② 07 ④ 08 ① 09 ③ 10 ⑤

11 ⑤ 12 ② 13 ⑤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① 19 ③ 20 ④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diagram below shows the cross section of Anglo America. 
What is the most frequently occurred natural disaster in the 
area A?

Translation
다음 그림은 앵글로아메리카의 동서 단면도이다. A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무엇인가?

① 홍수 ② 산사태  ③ 지진

④ 폭설 ⑤ 태풍

Tips & Clue
cross section 횡단면; 단면도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02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Hello.
M1	Mom, this is Ben. I am catching the two o’clock flight 

tomorrow.
W	 Good. 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Please be careful. 
M1	Please, don’t worry about me. I really miss you. By the way 

how did the brother do on his test?
W	 He is right here. I’ll put him on. 
M1	Hi, how did you do on your test?
M2	I don’t think I did that well. By the way, did you have lots 

of fun? 
M1	Yes. I was visiting many interesting places. And I ate a lot 

of exotic and delicious foods.
M2	Good for you. Tell me more when you come home. Here’s 

mom. 
M1	It’s OK. It’s an international call and it’s very expensive. I’ll 

see you tomorrow.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남1  엄마, Ben인데요. 내일 2시 비행기로 출발해요.

여  그래,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조심해서 오렴.

남1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형은 시험 잘 봤나요?

여  옆에 있다. 바꿔줄게. 

남1  형, 시험 잘 봤어?

남2  그렇게 잘 본 것 같지는 않아. 그건 그렇고, 너는 재미있게 지냈니? 

남1  응.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하고, 신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

남2  좋았겠구나. 내일 와서 다 얘기해 줘. 엄마 바꿔줄게. 

남1  괜찮아. 국제 통화라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끊을게. 내일 봐. 

Tips & Clue
put someone on 전화를 연결해 주다

exotic 이국적인

international call 국제 전화 

03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You have your ticket, right? Are you sure you’ll be alright 

all by yourself?
M	 Yes, the ticket is in my bag. It only takes two and half hours 

to Busan. Please don’t worry.
W	 Make sure to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ere.
M	 Yes, I will. Thanks for everything. I really hate to leave 

you. I’ll call you the moment I get there.    
W	 These presents are for your parents and your brother. Please 

say hi to your parents for me.
M	 Yes, I will. 
W	 It’s time to go. Please come back next year with your brother.
M	 Thanks. I think my parents will come, too.
W	 By the way, I’ll be in Daegu for grandfather’s birthday next 

month. Maybe we can meet again. 
M	 Really? I’ll see you then. Please take care.

Translation
여  표는 가지고 왔지? 혼자 괜찮겠니?

남  네, 표는 가방 안에 있어요. 부산까지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걱정하

지 마세요.

여  도착해서 꼭 전화해라.

남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지네요. 도착하면 전화 드

릴게요.

여  이건 부모님하고 네 남동생 선물이야. 부모님께 안부 꼭 전해다오.

남  네, 그럴게요. 

여  이제 갈 시간이다. 내년엔 동생이랑 같이 오렴.

남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같이 올 것 같아요. 

여  참, 다음 달에 할아버지 생신이라 대구에 갈 거야. 그때 볼 수 있겠다.

남  정말요? 그럼 그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Tips & Clue
(all) by oneself 혼자 힘으로, 혼자서

give someone a call ~에게 전화하다 

the moment ~하는 순간

say hi to ~에게 안부를 전하다

04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M	 Hi, Helen. Have you found your wallet and credit cards yet?
W	 No, I haven’t. I’ve filed a report of the loss already. I think   

I’ll wait for another 10 days or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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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t’s a real headache when you lose a credit card.
W	 We always need to be careful.
M	 We sometimes buy things that we don’t really need when 

we have a credit card.  
W	 That’s right. I don’t want to have a new card issued to me 

this time. I can avoid compulsive buying when I don’t have 
a credit card on me. 

M	 Carrying a lot of cash could also be risky. When you lose a 
card you can at least report a lost card.  

W	 That’s a good point, too. Perhaps I should just carry a cash 
card.

Translation
남  Helen, 지갑하고 신용카드 찾았니? 

여  아니, 아직 찾지 못했어. 신고는 했으니까 열흘 정도 기다려 보려고. 

남  신용카드는 잃어버리면 너무 골치 아픈 것 같아.

여  항상 조심하는 게 중요해.

남  신용카드가 있으면 살 생각이 없었던 것도 가끔 사버리고 말아.

여  맞아. 난 이번 기회에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으려고 해. 카드가 없으면 

충동구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남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어. 카드는 잃어버리면 신고

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여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직불 카드만 가지고 다녀야겠다.

Tips & Clue
file a report 보고서를 제출하다, 신고하다 

loss 분실 

It’s a real headache. 그것은 큰 골칫거리이다.

have a new card issued 카드를 새로 발급 받다

avoid ~를 피하다

compulsive buying 충동구매

risky 모험적인, 위험한 

report a lost card 분실 카드를 신고하다

cash card 현금 카드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Is there any way I can give my message to the manager?
	 M		He will take my messages while I am away. 

②	 M	Which actress do you like the best?
	 W		Do you know Jessica Alba? Without a doubt, I like her 

the best.

③	 W		I’m calling about the position for the receptionist. Is it 
still available?

	 M		Sorry, it’s already taken, but we still have one position 
open for a tour guide.

④	 M		Do you mind if I sit next to the window? I get severe 
motion sickness.

	 W		Oh, in that case, do you mind exchanging seats with my 
friend?

⑤	 W	Do you give discounts for big purchases?
	 M		Sure, we do. We give a 10 percent discount if you buy a 

set of 100 blank CDs.

Translation
① 여  제가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남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그가 나의 메시지를 받아줄 거예요.

② 남  어느 여배우를 제일 좋아하니?

 여  너 Jessica Alba라고 알고 있어? 두말할 것 없이 그녀가 제일 좋아.

③ 여  접수원 자리에 관해 연락 드렸습니다. 아직 지원 가능한가요?

 남  죄송합니다. 이미 구했습니다만, 아직 여행 가이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④ 남  제가 창가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심한 멀미가 있어서요.

 여  그런 거라면 제 친구와 자리를 바꾸는 건 어떠세요?

⑤ 여  많이 구매하면 할인을 해 주시나요?

 남  물론이죠. 100개의 공시디 세트를 사시면 10%를 할인해 드려요.

Tips & Clue
without a doubt 의심할 바 없이

receptionist 접수원, 응접원 

severe 심각한

motion sickness 멀미; (동요로 인한) 구역질, 메스꺼움 

purchase 구입하다 

06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This is subway line two, lost and found. May I help you? 
W	 Hi. I lost a black wallet inside the train yesterday.
M	 About what time did you lose it?
W	 I think it was around 5 p.m. near City Hall station.
M	 Well, we don’t have any wallet turned in yet. Could you 

call us back this afternoon? The items found yesterday will 
arrive here this afternoon. What was in the wallet?

W	 One hundred thirty thousand won in cash and a credit card.
M	 It may be difficult to recover the cash. Have you reported a 

lost card?
W	 Yes, I did that yesterday. I’ll call you back this afternoon 

then.
M	 May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please? We’ll 

call you if it’s turned in sooner.

Translation
남  네. 지하철 2호선 유실물 센터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어제 지하철에서 검은색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남  언제쯤 분실하셨나요?

여  어제 오후 5시쯤 시청역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남  아직 검은색 지갑은 확인된 것이 없네요. 오후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습

니까? 오후에 어제 분실된 물건들이 들어오거든요. 지갑에는 어떤 것들

이 들어 있었나요?

여  현금 13만 원과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남  아마 현금은 되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신용카드는 신고하셨나요? 

여  네, 어제 바로 신고했어요. 그럼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남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오전 중에 확인되면 저희가 전화 드리겠

습니다.

Tips & Clue
lost and found 분실물 센터 

turn in 제출하다, 반환하다, 되돌려주다 

recover ~을 되찾다, 다시 수중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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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Hi, Kevin. Did you have a good weekend? 
M	 Not really. Since I stayed up all night last week to study for 

the exam I get really sleepy during the daytime and can’t 
sleep at night. 

W	 Yeah, you look a little tired. Why don’t you go home and 
rest? Why are you staying in the library?

M	 I have a paper I need to finish by the end of the week.
W	 Well, it must be tough to work on the paper when you’re 

sleepy. I suffered from insomnia once. I know how you’re 
feeling now.

M	 How did you solve your problem?
W	 Wait. I took a note. Why don’t you read it? 
M	 I see. Trying to force myself from not sleeping was my 

problem. Playing a sport before going to bed also helps. I’ll 
start it right away.

Translation
여  Kevin, 주말 잘 지냈니? 

남  별로. 지난주에 시험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운 후부터 낮에는 계속 졸리

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와.

여  그래, 좀 피곤해 보이긴 하네. 빨리 가서 쉬지, 도서관에는 왜 있어?

남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여  졸린 상태로 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힘들겠다. 나도 전에 불면증 때문

에 고생한 적이 있어서 잘 알아.

남  어떻게 고쳤어?

여  잠깐만, 수첩에 적어 놨어. 여기 읽어 봐.

남  알겠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게 문제구나. 자기 전에 운

동해도 좋구나. 바로 실천해 봐야겠어. 

Tips & Clue
insomnia 불면증 

force ~을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08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Are you sleeping, mom?
W	 No, not yet. What’s the matter? It’s pretty late at night.
M	 I started to have a stomachache this afternoon. It’s really 

hurting now.
W	 My goodness. Have you taken any painkiller?  
M	 Yes, I took it about two hours ago. I don’t think it’s working 

though because the pain is getting worse. 
W	 Let’s hurry and go to the hospital.
M	 Are they open this late?
W	 We should go to a general hospital with an emergency 

room. Why don’t you get your insurance card?
M	 Yes, it’s in my desk drawer. I’ll be right back.

Translation
남  엄마, 주무세요?

여  아니, 아직.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니?

남  오늘 오후부터 위가 아팠는데, 지금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여  저런, 진통제는 먹었니?

남  네, 두 시간 전에 먹었어요. 통증이 심해지는 걸 보니 효과가 없는 것 같

아요. 

여  그럼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 

남  이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었을까요?

여  종합 병원 응급실에 가보자. 의료 보험증을 가져오렴.

남  네, 책상 서랍에 있어요. 가지고 올게요.

Tips & Clue
pain-killer 진통제 

general hospital 종합 병원 

emergency room 응급실 

insurance card 보험 카드 

09 문제 유형 : 관계 추론 

Script
W	 Hi. This is Judy in Room 202. I’m calling you about the 

problem with my apartment.
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	 The water wouldn’t drain perhaps because the drainage 

pipe is clogged up.
M	 It sounds as if the main drain at the bottom of the pipe has 

been clogged up. When did you start having the problem?
W	 Since two days ago. I don’t understand why this sort of 

problem is happening all of a sudden since I haven’t had 
any problems like this for a long time. 

M	 OK. Please don’t touch anything. Leave everything alone 
as it is. I’ll pay you a visit by tomorrow.

W	 Would it be OK if I went ahead and called a local plumber 
to get it fixed today and send you the bill?

M	 That’s an idea. As long as you forward the bill to me I 
would make sure to expedite the payment at once.

W	 Thank you. I’ll follow your instruction.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저는 202호에 사는 Judy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 드렸습니다.

남  무슨 일이신가요?

여  배수관이 막혔는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남  배수관 밑에 있는 파이프가 막힌 모양이군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여  이틀 전부터요. 오랫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남  알겠어요. 일단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내일까지 찾아 

뵐게요.

여  제가 근처 수리센터에 전화해서 고치고 영수증을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남  그래도 되겠네요. 수리비 영수증을 보내 주시면 바로 송금해 드리지요.

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처리할게요.

Tips & Clue
drain 배수하다, 물을 빼다

drainage 배수, 배수구 

clog up 막히다

plumber 배관공

expedite 진척시키다, 급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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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W	 Who’s this please?
M	 I’m here to give you an estimate of your move. When are 

you planning on moving?
W	 It’ll be the day after tomorrow.
M	 We should be able to finish wrapping and packing by 

tomorrow. We’ll start moving first thing the day after 
tomorrow.

W	 That will be perfect. You won’t have too much difficulty 
since I don’t have much to move.

M	 Even if it doesn’t appear to be much, it might require 
two 5-ton trucks to fit your couch, refrigerator, and air 
conditioner that are voluminous. The cost would be 300,000 
won per truck.

W	 Well, it sounds a bit high.
M	 It may be true when you make a simple comparison with our 

competitors. But please bear in mind that our price includes 
packing, organizing, cleaning, and most importantly, you 
are protected by our liability insurance policy.  

W	 Hmm. Everything sounds good to me. What do I do next?
M	 We’ll sign the contract to move you on May 1st today. We 

would also need a 10% deposit from you.
W	 OK, I understand.

Translation
여  누구신가요?

남  이사 견적을 내려고 왔습니다. 언제 이사하실 건가요?

여  모레요.

남  그럼 내일까지 포장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겠군요.

여  그렇게 해 주세요. 옮길 물건이 별로 없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남  물건이 많지 않다고 하셔도 소파, 냉장고, 에어컨처럼 부피가 큰 것이 

있어서 5톤 트럭 두 대는 필요하겠어요. 가격은 한 대에 30만 원입니다. 

여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남  다른 곳과 단순히 비교하시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정리, 

청소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손해 배상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괜찮네요. 이제 뭘 하면 되죠? 

남  오늘 5월 1일부로 이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0%를 계약금으로 주시

면 됩니다. 

여  네, 알겠습니다.

Tips & Clue
estimate 견적을 내다, 산정하다

competitor 경쟁자

bear in mind 명심하다

liability insurance (손해 배상) 책임 보험

contract 계약

deposit 계약금

11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ello, Judy. What are you doing?
W	 I’m busy preparing a report for Dr. Kim’s class.

M	 What is the report about?
W	 It’s about the future timetable. It’s about the future of mankind.
M	 That sounds very interesting. Could you tell me some details 

about it?
W	 In approximately 10 years, humans will come up with a 

cure for cancer which will enable men to live to be over 100 
years. People will also be able to travel to Mars in 30 years.

M	 That means I would be almost 50 years old by the year 
2040. I should start worrying about keeping myself in shape.  

W	 Well, that perhaps won’t be necessary. Being fifty years 
old will be considered young due to rapid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ies. Instead, you’d better start worrying 
about saving money for the trip rather than trying to stay in 
shape. 

W	 Ha-ha. You may well be righ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iving the life of 30 years into the future.

Translation
남  안녕, Judy. 뭐 하니?

여  응, 김 교수님 수업의 보고서 준비로 바빠.

남  주제가 뭔데?

여  ‘미래 시간표’에 대한 리포트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

남  재미있겠는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줄래?

여  앞으로 약 10년 뒤에는 암이 정복되어 인간의 수명이 백 년을 넘게 되고, 

30년 뒤에는 일반인의 화성 여행도 가능해질 거라는 것이지. 

남  그럼 2040년이면 거의 50세가 될 텐데, 우주여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 하겠는걸. 

여  그건 아마 필요 없을 거야. 의학이 발달해서 그때는 50살이 젊은 나이

가 될 거야. 대신 건강 걱정하지 말고 우주여행이 가고 싶다면 돈을 많

이 모을 걱정을 해야 할 거야. 

남  하하. 네 말이 맞아. 앞으로 30년 후의 삶이 정말로 기대되는걸. 

Tips & Clue
mankind 인류

approximately 대략

come up with ~을 발견하다

enable 할 수 있게 하다

rapid 빠른, 신속한

advancement 진보, 발전

technology 기술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Did you finish filling out your arrival card?
	 W		No, I didn’t. I don’t know how to do it.

②	 W	What were you doing when I called this afternoon?
	 M		I have an interview with a client.

③	 M		Do you have any health condition I should know about, 
such as shortness of breath or dizziness?

	 W		No, I’m pretty healthy.

④	 W	Can I borrow this book for two weeks?
	 M		Sorry, but we can only lend it out for five days at a time.

⑤	 M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with your pet.
	 W		Then, where can I leav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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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① 남  입국 카드 전부 써넣었니?

 여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② 여  오늘 오후에 전화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남  전 고객과의 인터뷰가 있어요.

③ 남  숨이 찬다거나 현기증 같은 제가 알아 두어야 할 건강상태가 있나요?

 여  아니요, 전 아주 건강합니다.

④ 여  2주간 이 책을 대여할 수 있을까요?

 남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한번에 5일 동안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⑤ 남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여  그렇다면 어디에 둘 수 있나요?

Tips & Clue
arrival card 입국 카드

shortness of breath 숨가쁨

dizziness 어지러움

13 문제 유형 : 속담 추론 

Script
In general, every achievement requires trial and error. As youth, 
we need not to feel ashamed of making mistakes in trying to 
find or gain our place in a social group. It is not easy to learn 
to fit into a group or to develop a personality that helps us to fit 
in. It is somewhat like learning to play a game like baseball or 
basketball. We can hardly expect to learn without making many 
mistakes in the process.

Translation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내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젊은이

로서 우리는 사회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거나 획득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필요가 없다. 집단에 맞추거나 

자신을 집단에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인성을 계발하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야구나 농구 같은 경기를 배우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그 과정

에서 꽤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배우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② 부전자전.

③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④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Tips & Clue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youth 젊음, 젊은이  

ashamed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process 과정

14 문제 유형 : 교훈 추론  

Script
A terrible accident changed my life. A friend and I were driving 
home from a midnight movie. As we approached an intersection, 
we stopped at a red light. No cars seemed to be coming, so I 
decided to go through the red light. Immediately after we started, 
I lost consciousness. Later I learned that we had hit a car coming 
from the other direction. That accident made my friend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a wheelchair, and I learned a costly lesson.

Translation
끔찍한 사고가 내 인생을 바꿨다. 친구와 나는 심야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

는 중이었다.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빨간불을 보고 멈췄다. 아무 차

도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했다. 출발하자마

자 나는 의식을 잃었다. 후에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를 들이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고 때문에 내 친구는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고, 

나는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을 얻었다.

Tips & Clue
intersection 교차로  

consciousness 의식  

wheelchair 바퀴 의자, 휠체어  

costly 비싼, 비용이 드는

15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My mother hadn’t seen my dad for four years since the war. In 
my mind, he was a tall, dark handsome man I wanted very much 
to love me. I couldn’t wait,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I had to 
tell him of school and grades. At last, a car pulled up, and a large 
man with a beard jumped out. Before he could reach the door, 
my mother and I ran out screaming. She threw her arms around 
his neck, and he took me in his arms, lifting me right off the 
ground.

Translation
나의 어머니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4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내 생

각에 그분은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묘 잘 생긴 분으로서, 나는 그분의 사랑

을 몹시 받고 싶어했다. 그분에게 학교와 성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난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차 한 대가 멈추었고 턱수염을 기

른 덩치 큰 사람이 뛰어내렸다. 그가 현관문에 이르기도 전에 어머니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갔다. 그녀는 그의 목을 얼싸안았고, 그분은 나를 안아

서 땅에서 번쩍 들어 올렸다. 

Tips & Clue
pull up 멈추다   

beard 턱수염   

jump out 뛰어 나오다   

scream 소리치다

16 문제 유형 : 주장 추론 

Script
Growing as a person may take you to new places and present 
new challenges. These may be stressful, but feeling stress is a 
natural, necessary part of recognizing a weakness and trying 
out a new behavior. It is often comfortable and easy to stay the 
way we are. Giving up old comforts and habits is very hard. 
It is a small thing to wonder that people dislike changing. Yet 
efforts to change frequently leads to important improvement 
and growth in our lives need to be remembered.

Translation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다 보면 새로운 장소에 갈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약함을 깨닫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부분이다. 

흔히 현재의 방식대로 머무는 것이 편안하고 쉬운 일이다. 이전의 편안함과 

습관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싫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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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자주 우리 삶에서의 

진보와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Tips & Clue
stressful 긴장이 많은   

the way we are 현재의 방식   

give up 포기하다   

it is small wonder that ~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lead to 초래하다   

improvement 개선, 진보, 향상

17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The idea of achieving security through an arms race is a false 
belief. It rose out of the fact that America first produced and used 
an atomic bomb to win World WarⅡ.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y can achieve security by showing force. But military 
build-up is costly, and often leads to greater destruction. What is 
the use of security if everything is destroyed? Therefore, instead 
of seeking security through means of mass destruction, we 
should achieve it through glob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fore it is too late.

Translation
군비 경쟁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은 미

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 원자탄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사실

로부터 기인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안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군비 증강은 비용이 많이 들며, 종종 더 심한 파괴

에 이른다.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안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므로 대

량 파괴 수단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국제적인 상호

이해와 협동을 통해 안전을 이뤄야 한다.

Tips & Clue
achieve 달성하다  

security 안보  

race 경쟁  

atomic bomb 원자 폭탄 

military build-up 군비 증강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cooperation 협력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have a difficult time understanding 
teacher’s messages that are conveyed in refined phrases. These 
children often interpret the messages into words they are familiar 
with. This causes children to misunderstand the messages teachers 
try to deliver. It’s a definite disadvantage to these children. This 
disadvantage not only affects their scholastic performances but 
also the evaluation of their school activiti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isadvantage is not intentional by the teachers, but rather 
institutional.

Translation  
저소득층 아동들은 세련된 어법으로 전달되는 교사의 말을 직접적으로 이해

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제한된 어법으로 번역하여 메시지를 파악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사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결정적 불리함을 갖고 있

다. 이 불리함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생활

에 대한 평가에도 작용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불

리함은 교사들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Tips & Clue
low income 저소득 

convey ~를 전달하다 

refined 정제된, 세련된 

interpret 번역하다 

be familiar with ~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misunderstand 오해하다, 잘못 해석하다 

definite 명백한

disadvantage 불이익 

scholastic performance 학업 성적

evaluation 평가

intentional 의도적인 

institutional 제도적인, 관례적인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Easter Island offers a good living condition to people such as 
rich soil for farming and an abundance of food. The population 
of settlers grew very rapidly. Clergymen and chiefs competed 
against each other in order to maintain their authority and social 
orders by building magnificent stone statues and performing 
religious rituals. Unfortunately, many trees were cut down 
in the process of transporting these huge stones. It ruined the 
forests and destructed the ecosystem. As a result, it became 
difficult to find food sources and created a food shortage. The 
clergymen and chiefs started to lose their authority and the 
society plunged in the confusion.

Translation
이스터 섬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식량 등 편안한 삶을 살기에 적합한 조건

을 가지고 있어서 정착민들은 번창하였고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성

직자와 추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크고 화려한 석

상들을 세워 종교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석상을 만들고자 큰 돌을 운반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잘려나갔고, 이런 작업이 반복되자 섬의 숲은 급

격히 황폐해져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결국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성

직자와 추장들의 권위도 추락하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Tips & Clue
abundance 풍부, 충만

clergyman 성직자, 목사

maintain one’s authority 권위를 유지하다 

social order 사회 질서[체제]

magnificent 장대한, 화려한, 훌륭한

stone statue 석상

religious ritual 종교 의식

transport ~을 수송하다, 옮기다

destruct 파괴하다 

ecosystem 생태계

food shortage 식량 부족 

plunge in ~로 뛰어들다

confusion 혼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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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the topic sentence of the passage? 

Translation
좋은 친구란 얼마나 보배 같은 것인가! ① 내게는 4학년 때부터의 좋은 친구

가 한 명 있다. ② 지금 우리가 50대이므로 상당한 세월이다. ③ Joyce와 나

는 단지 가끔 만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서로 어제 만난 것 같다. 

④ 그래서 얼마나 자주 보든지 우리 사이엔 문제가 없다. 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다채로운 무지개, 새로 산 크레용 상자, 더운 날의 시원한 소나기처럼 아

름답다.

Q 지문의 주제문은 무엇인가? 

Tips & Clue
treasure 보배, 귀한 것 

considerable 상당한 

occasionally 가끔씩 

refresh 원기를 회복시키다

TEST 20 
Answer Key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6 ③  07 ②  08 ②  09 ⑤  10 ④

11 ①  12 ①  13 ③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③  19 ⑤  20 ④

01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A triangle ABC is shown below. The length of the segment AB 
is 13, the segment BC is 15, and the segment CA is 14. Point 
M is the midpoint on the line between A and B. The line AH is 
perpendicular to Line BC. What is the length of Line HM?

Translation
A
―
B=13, B

―
C=15, C

―
A=14인 △ABC가 있다. M은 A

―
B의 중점이고, A

―
H는 

B
―
C에 수직일 때, HM의 길이는?

Tips & Clue
△ABH는 직각삼각형이다. 임의의 직각삼각형이 직각인 꼭지점에서의 중선의 길

이는 빗변 길이의 1/2이다. ∴ HM=1/2×AB=6.5

midpoint 중심점, 중앙 지점 

perpendicular to ~에 수직인 

02 문제 유형 : 추론 

Script
M	 Hello, Sylvia. You look depressed. Did anything happen at 

school?
W1	I told my friends that my dad cooks delicious meals for us 

every day.
M	 So? What was wrong with that?
W1	Kids were making fun of me for having dad cook for me.
M	 Oh, is that why you didn’t look so happy today? I think it’s 

because they are being envious of you.
W1	What’s there to envy about?
M	 Well, for most of your friends, mom is the only one 

who cooks for them. But for you, dad cooks during the 
weekdays and mom cooks on the weekends. I guess that’s 
what makes them jealous.  

W2	Isn’t it wonderful that dad could work at home so that he 
could help with the housework, cook and help you with 
your homework?

W1	Maybe that’s true.
M	 Come on. Go wash your hands and have dinner.

Translation
남  Sylvia, 시무룩해 보이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여1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

했어요.

남  그런데? 뭐가 잘못됐니?

여1  아빠가 밥을 해 주시는 걸로 저를 막 놀리잖아요.

남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니? 그건 친구들이 너를 부러워해서 그런 거야.

여1  뭐가 부러운데요?

남  대부분 너의 친구들은 엄마만 음식을 챙겨주지만, 너는 주중에는 아빠가, 

주말에는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질투한 거야. 

여2  아빠가 집에서 일하시니까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시니 얼마나 좋니?

여1  그건 그래요. 

남  자. 어서 손 씻고 저녁 먹어야지.

Tips & Clue
depressed 의기소침한

delicious 맛있는

make fun of 놀리다

envious 부러운

jealous 샘이 나는, 부러운

03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M	 What are you reading about?
W	 It’s an article about more than 700 gas stations in Seoul 

offering to collect recyclable materials for the convenience 
of the customers.

M	 My mom sometimes drops the newspapers she has collected 
at the gas station when buying gas.  

W	 The idea has been well received by the general public.
M	 Not only it’s important to recycle but also to reduce the 

amount of individual refuse.
W	 I agree. We should avoid using disposable chopsticks, plastic 

bags and paper cups.  
M	 Yes. Unless we do something about reducing the garbage 

the whole world will be covered with trash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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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e all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waste.

M	 I think an individual effort has its limit. I believe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this movement as 
well.

Translation
남  뭘 읽고 있니?

여  요즘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

용품을 수거하고 있다는 기사야. 

남  우리 엄마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동안 모아 두었던 신문지를 가져

가곤 해.

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대. 

남  재활용도 좋지만, 개인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 

여  맞아. 특히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나 비닐봉지, 종이컵을 덜 써야겠지.

남  그래.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조만간 온 세상이 쓰레기로 

뒤덮일지도 몰라.

여  우리 모두가 꼭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해.

남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정부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

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 

Tips & Clue
article 신문 기사, 논문

offer 제안하다

recyclable material 재활용품

refuse 쓰레기 

disposable 일회용의

limit 제한

active role 적극적인 역할

04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W	 What are you reading, Tom?
M	 News. I didn’t get a chance to read it at home this morning.
W	 I hate reading newspaper articles these days because they 

are usually all unpleasant. I only read TV guide and concert 
schedules.

M	 Yeah. I was about to look into a weekend concert schedule 
myself. How does an outdoor performance sound to you, 
Sally?

W	 It sounds pretty good because a number of famous singers 
are performing.

M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this Saturday?
W	 Good. But the weather forecast called for rain on Saturday. 

They might have to cancel the concert. 
M	 Let’s check what the weather forecast is like for Saturday in 

the newspaper just to make sure.  It calls for rain Saturday 
afternoon in the southern regions. But it will be cloudy in 
Seoul and Kyongki-do area on Saturday.

W	 Well then, let’s meet a little bit early at the ticket counter.    
I know it will be crowded if we got there late. 

M	 Why don’t we meet at four since the concert starts at seven?
W	 Sounds good. I’ll see you tomorrow.

Translation
여  Tom, 뭘 읽고 있니?

남  신문. 아침에 집에서 못 읽었거든. 

여  요즘 뉴스들은 골치 아픈 것들뿐이어서 신문을 보기가 싫어. TV 프로

그램하고 공연 일정만 봐.

남  그래. 나도 주말 공연 일정을 알아보려던 참인데. Sally, 이 야외 공연

은 어떨까?

여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

남  그럼 이번 토요일에 같이 갈까?

여  좋아, 하지만 토요일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공연이 취소될지도 몰라.

남  신문에서 토요일 날씨가 어떨 예정인지 확인해 보자. 토요일 오후 남부 

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토요일에 흐리겠다고 

하네.  

여  그럼 토요일에 매표소 앞에서 조금 일찍 만나자. 늦게 도착하면 혼잡할 

거야. 

남  공연이 7시 시작이니까 4시에 만나자.

여  좋아. 내일 봐. 

Tips & Clue
look into 찾아보다

out door 야외

performance 공연

region 지역

crowded 붐비는

05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ere can I catch the bus?
	 W		Yes, there is an express bus operating.

②	 W	You look depressed. What’s the matter with you?
	 M		I have a problem with one of my classmates. He keeps 

bullying me.

③	 M	Do you want to take a class with me?
	 W		That’s a good idea. But where will you take the class?

④	 W	I guess your work is very dynamic and tough.
	 M		It sure is. It’s not the same as other jobs.

⑤	 M	Why did you come to the office on foot?
	 W		I had a car accident yesterday. A truck hit my new car.

Translation
① 남  어디에서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여  네. 저기에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② 여  기분 안 좋아 보이는 걸.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남  반 친구 중 한 명과 문제가 있어요. 그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③ 남  같이 수업 듣지 않을래?

 여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어디서 수업 받을 건데?

④ 여  당신의 직업은 정말 역동적이고 거친 것 같아요.

 남  맞아요.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죠.

⑤ 남  왜 회사에 걸어서 온 거니?

 여  어제 차 사고가 있었거든. 트럭이 내 새 차를 받았어.

Tips & Clue
operate 움직이다, 작동하다 

bully ~을 못살게 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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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역동적인, 활력 있는

on foot 걸어서 

06 문제 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ow was summer vacation, Jane?
W	 We went to Africa as a part of missionary work sponsored 

by our church. I felt so sorry for their misfortune caused 
by war and famine that killed a large number of helpless 
women and children. 

M	 I’m sure it was very hard for you. The end of the Cold War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S.A. didn’t bring the 
era of peace that the world had hoped for, but rather it has 
created new kinds of problems.  

W	 It’ll be almost impossible to totally eliminate wars on earth 
meaning the number of refugees will continue to grow.   

M	 Refugee camps are being built with the aid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Kids who arrive at the camp who are 
dying of famine usually recover in 10 days. It only costs 80 
won a day to save one precious life.

W	 I’ve found what I need to do through my experience at the 
refugee camp during the summer vacation. The least I can 
do as a student is 

Translation
남  Jane, 이번 여름 방학 어떻게 보냈니?

여  우리 교회 후원을 받아 선교 단원으로 아프리카에 다녀왔어. 전쟁과 기

근으로 수많은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 

남  힘들었겠구나. 사실 미국과 소련의 대결 시대가 끝나면서 평화의 시대

가 오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

여  지구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난민의 

숫자도 계속 늘어가겠지. 

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난민 캠프가 생기고, 난민 캠프에 들

어온 어린이들은 굶어 죽어가다가도 열흘이면 생기를 찾아. 소중한 하

나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하루에 80원이면 된대.

여  이번 여름 방학 난민 캠프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

었어. 학생으로서 적으나마 

① 난민 캠프를 설립하는 거야.

②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과 함께 사는 거야.

③ 난민 어린이들을 돕도록 용돈을 모으는 거야.

④ 난민 어린이를 입양하는 거야.

⑤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정책을 바꾸는 거야. 

Tips & Clue
missionary work 선교 사업

sponsored by ~의 후원을 받는

misfortune 불운, 불행, 역경 

famine 기근

Cold War 냉전

Soviet Union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eliminate 제거하다

refugee 망명자; 피난자; 난민

refugee camp 난민 수용소 

07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M1		Let’s review the subject we went over last week. Have each 

one of you brought a report on your family members?
W	 My older brother was working for a big company. But he 

quit his job after a year. He is studying for a civil service 
exam to become a public servant to provide security when 
he gets old, once he retires.

M2	My older brother was recruited by a company who 
guaranteed him a higher wage and promotion.

M1	 Ever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MF) people show 
a tendency toward more stable jobs while still favoring 
a job that can win honor. Lately, a tendency toward jobs 
that offer pleasant work atmosphere and guarantee more 
free time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 is becoming more 
popular. 

Translation
남1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주제에 대해 복습해 보자. 각자 가족에 대한 보고

서를 가져왔나요? 

여  저희 오빠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1년 후에 그만뒀어요. 나이가 들어 퇴

직하면 안정된 삶을 살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2  저희 형은 높은 연봉과 직급을 보장하는 회사로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남1 외환 위기(IMF) 이래로 더욱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면서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종을 여전히 선호해요. 최근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즐거운 근

무 환경을 제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려는 경

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Tips & Clue
civil service exam 공무원 시험

public servant 공무원

retire 퇴직하다

recruit 모집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crisis 위기, 위험

tendency 경향

08 문제 유형 : 주제 찾기 

Script
W	 The movie is quite controversial because of its adult contents.
M	 I heard that people are showing a great interest in the movie.
W	 There are debates about the movie among the netizens. 

Some are contending that the movie should be kept playing 
while others disagree.

M	 How about you? Are you in favor of showing the movie at 
the theaters or against? 

W	 I think both sides have a strong point.
M	 Originally, government had banned showing the movie.      

I’m against government intervening in the affairs of arts 
and performances. I think the matter should be left entirely 
to the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W	 But commercial movies and novels that are offensive cause 
educational and ethical problems in the society. 

M	 Well, the novel ‘Lady Chatterlay’ by D.H. Lawrence was 
criticized for being a low quality book when it was first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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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요즘 그 영화가 너무 야하다고 야단들이야.

남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며?

여  네티즌들도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어. 계속 상영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중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남  너는 어느 쪽인데? 그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에 찬성이야 반대야?

여  다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남  처음에는 정부가 상영을 금지했대. 나는 정부가 예술이나 공연에 간섭

하는 것은 반대야. 그런 문제는 온전하게 일반 대중의 의견에 맡겨야 한

다고 봐.

여  그렇지만 저질스러운 상업 영화나 소설들은 교육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 문제가 있어. 

남  D.H. Lawrence의 ‘Lady Chatterley’도 처음 발간되었을 때는 저급

한 책이라고 비난받았었어.

Tips & Clue
controversial 논쟁

adult content 성인물

debate 논쟁

contend 싸우다, 경쟁하다

in favor of ~에 찬성하는

against 반대하는

ban 금지하다

intervene 사이에 끼어 들다

commercial 상업적인

offend 공격하다

ethical 윤리적인

criticize 비평하다

09 문제 유형 : 수치 파악 

Script
W	 Excuse me. Aren’t all the items on 30% sale?
M	 Yes, they are except for some new products. But some 

items are being sold at an additional 10% discount.    
W	 Well, is the electronic dictionary I just bought for 200,000 

won at regular price or with a 30% discount?
M	 May I see your receipt please? I’m terribly sorry, but we had 

charged you a regular price for it. You also get an additional 
10% discount on top of a 20% discount. Let me have your 
credit card if you charged it.

W	 Here you are.
M	 Well, I’ve taken care of it. Here is a cancelled receipt and a 

new receipt. Please check for yourself.
W	 Thank you. Have a good day.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전 품목 30% 할인하지 않나요?

남  네. 신제품 몇 가지는 제외되나, 몇몇 상품은 10% 더 추가 할인됩니다. 

여  제가 조금 전에 20만 원을 주고 산 전자사전은 정상 가격인가요? 아니

면 30% 할인된 가격인가요?

남  영수증을 보여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정상 가격으로 계산되었네요. 

이 제품은 20% 할인에 10% 추가 할인되는 품목입니다. 카드로 계산하

셨다면 카드를 주시겠어요? 

여  여기 있습니다. 

남  처리해 드렸어요. 취소 영수증과 새 영수증을 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여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Tips & Clue
20만원의 40% 할인 가격은 12만원이다.

additional 추가의

on top of ~의 위에, ~에 더하여 

charge ~에게 청구하다, ~에게 부과하다 

10 문제 유형 : 내용 불일치 

Script
M	 Hi, is this the telephone company? I have a question 

regarding the telephone bill. The bill shows that someone 
who used to use this number previously owes you two 
months’ worth of telephone charges. 

W	 We also sent out another bill the month before.
M	 Well, I only moved in two weeks ago.
W	 Haven’t you requested a change of ownership to us? 
M	 That’s correct. This person is my friend. He said I could 

keep using his phone while he is away to study abroad. 
W	 I suggest that you talk to your friend. Someone needs to take 

care of the amount overdue by the due date if you want to 
keep the phone service. 

M	 Can I take the bill to a bank to pay for it?
W	 No, sir. You need to go to the nearest phone company to 

pay for it. Please also bring your certificate of residence if 
you want to transfer the service to your name.  

M	 I’ll do that. Thank you very much.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전화국이죠? 전화 요금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전에 이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람의 전화 요금이 두 달 연체되어 있다는 통지서

가 왔는데요.

여  지난달에도 연체 통지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남  사실 제가 이사 온 지 2주일밖에 안 돼서요.

여  저희 쪽에 명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남  네. 이 사람은 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유학 가면서 본인 전화를 계속 

써도 된다고 했어요. 

여  친구 분과 얘기를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전화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납부 기한까지 연체료를 내주셔야 합니다. 

남  연체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면 될까요?

여  아닙니다. 가까운 전화국에 가서 내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을 하시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세요.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s & Clue
regarding ~에 대하여

change of ownership 명의[소유권] 변경 

study abroad 유학 가다 

overdue 연체된

certificate of residence 신분증

transfer 교체하다

11 문제 유형 : 내용 일치 

Script
M	 Hello. I’d like to report a lost card.
W	 May I have your certificate of residence number?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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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OK, here you are. Are you Mr. Sean Taylor?
M	 That’s me. I used it up until a few days ago. I realized it 

was gone when I tried using it again. I don’t know exactly 
when I lost it. What happens if someone has been using my 
card all along? 

W	 Please do not worry. Our policy covers you for all purchases 
made 15 days prior to the report of the loss of a card and 
also all wrongful purchases made after the date the report is 
made.  

M	 Is that so? In other words, I won’t be responsible for any 
purchase charged to it from this point on?

W	 That is correct. Your report number is 901. Please remember 
the number so that you can give the number when the bank 
calls for verification.

M	 By the way, how do I go about having a new card issued?
W	 You can go to the nearest bank and apply for one.
M	 Thank your for help.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카드 분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  주민 등록 번호를 불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Sean 
Taylor 씨 되시나요? 

남  맞습니다. 며칠 전까지 썼는데,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카드가 없었어

요. 정확히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 카드를 썼

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신용 카드 회사에서 카드 분실 신고 시점 15일 

전 구매 내용이나 신고 후의 모든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남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생기는 구매 내용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여  그렇습니다. 접수 번호는 901번입니다.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알려 주십시오.

남  그런데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  감사합니다.

Tips & Clue
policy 규정, 법규

cover [지불, 손해액 따위를] 메우다, 상쇄하다

prior to ~전에

wrongful 나쁜, 부정한 

from this point on 이 시점부터  

verification 증명

have a new cared issued 카드를 새로 발급받다 

12 문제 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at’s the fastest way to get to the hotel?
	 W		It’s about 6 kilometers.

②	 W	How long have you had the headache?
	 M		For a week and it seems to be getting worse.

③	 M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W		Working in the media field would be fun.

④	 W	I’m thinking of changing my major to economics.
	 M		Why? I thought you liked learning literature.

⑤	 M	I’m calling about the apartment you advertised.
	 W		Yes. What kind of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Translation
① 남  호텔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  약 6킬로미터 정도입니다.

② 여  두통이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남  일주일 정도 됐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③ 남  장래 희망이 뭐니?

 여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④ 여  전공을 경영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남  왜? 난 네가 문학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⑤ 남  당신이 광고한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 전화했습니다.

 여  네. 어떤 종류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Tips & Clue
major 전공

economics 경제학

literature 문학

advertise 광고하다, 선전하다 

13 문제 유형 : 특정 정보 파악  

Script
How often are we introduced to someone only to forget his or 
her name moments later? In fact, many times we never knew 
the name. Today introductions are made in an unclear manner 
so that it is very hard to remember others’ names. Forgetting 
people’s names often mean we do not really care about them. 
When we know their names, we are saying, “You are important. 
I remember you.” A clear introduction should be made, if you 
want to build good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Translation
얼마나 자주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 받고, 잠시 후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

리는가?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한다. 오늘날 소개는 아

주 불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종종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안다면, “당신은 중요하다.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소개를 분명히 해야 한다. 

Tips & Clue
introduction 소개, 도입  

unclear 불분명한 

care about ~에 대해서 신경 쓰다

social relationship 사회적 관계

14 문제 유형 : 심경 추론 

Script
I took a riverboat from my hometown after 20 years’ of absence. 
I like boat trips. Looking into the water always leads me to 
some delightful thoughts. Expecting the graceful curves, woody 
heights, and reflected images along the river that I remembered 
from my childhood, I was thrilled as I boarded the boat. I was 
looking forward to a wonderful day. Yet this time as the boa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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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up the river, I felt something was lost. No longer were the 
shores densely wooded, nor could I see any wildlife anywhere. It 
gave me a sick feeling. All the grace and beauty had disappeared 
from the majestic river.

Translation
나는 내 고향에서 20년 만에 배를 탔다. 나는 선박 여행을 좋아한다. 물을 

바라보면 언제나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릴 적 기억으로부터 떠오르는 

멋진 만곡과 숲이 우거진 언덕, 강을 따라 반사되는 이미지들을 기대하면서 

배에 올라탈 때는 짜릿함을 느꼈다. 나는 멋진 하루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번에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는 무언가 상실한 느낌을 받았다. 숲

이 짙게 우거진 강기슭도 더는 없었고, 어느 곳에서도 야생 생물을 볼 수 없

었다. 이것은 나에게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 모든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장엄

한 강에서 사라져 버렸다.

Tips & Clue
absence 부재; 부재 기간

delightful 유쾌한, 즐거운

graceful 기품 있는, 우아한 

curve 곡선; 만곡 

woody 수목이 많은

height 높은 곳, 언덕

thrilled 감격한, 흥분된

board (배, 기차, 비행기 따위에) 타다 

shore 기슭, 물가, 해안 

densely wooded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wildlife 야생 생물 

majestic 장엄한, 장대한 

15 문제 유형 : 주장 찾기 

Script
My wife and I were at a friend’s house recently. We noticed our 
friend talking on the phone while simultaneously answering 
the door, checking on dinner, and changing her baby’s diaper. 
Many of us do the same when we are speaking to someone 
and our mind is elsewhere. When this happens, we not only 
lose much of the enjoyment of what we are doing, but we 
also become far less focused and effective. To take this to an 
extreme, imagine yourself driving down the highway while 
shaving, drinking coffee, or reading the newspaper. You may be 
inviting an accident. When doing something, just focus on what 
you are doing.

Translation
얼마 전에 내 아내와 나는 친구의 집에 갔었다. 우리는 친구가 전화로 통화

하면서 동시에 초인종에 응대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이럴 때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상당히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점점 집중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하게 된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해, 당신이 면도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신

문을 읽으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곧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하라.

Tips & Clue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제히 

change diaper 기저귀를 갈다 

far less 훨씬 덜

focused 집중한 

effective 효과적인 

take something to an extreme ~을 극단적으로 하다 

invite an accident 사고를 부르다, 야기하다 

16 문제 유형 : 목적 추론 

Script
I’m glad to hear that you’re going to Korea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You sound a little worried, but I think 
living in a foreign country can be more exciting than you might 
imagine. I myself had a hard time at first. However, as time 
passed, I found myself doing better when I concentrated more 
on improving my language ability and making friends. I learned 
how to play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the janggu, 
which helped me make friends more easily. You’re one of the 
brightest people I know, so I’m sure you’ll do just fine.

Translation
당신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한국에 간다니 기쁘군요. 당신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듯하지만, 외국에서 사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흥

미로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친구들을 사귀는 데 전념하면서 더 

잘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

구를 연주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들도 더 쉽게 사귈 수 있

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가장 현명한 사람 중 하나이므로 잘 해낼 거라

고 믿습니다.

Tips & Clue
language ability 언어 능력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다

musical instrument 악기 

17 문제 유형 : 주장 찾기 

Script
Don’t wish your life away making impossible plans for your 
future. Grand plans are fun, but not really helpful if you can’t 
achieve them. And don’t let other people pressure you into trying 
to achieve things that you know are not possible. You’ll only 
worry about achieving them, and that will trigger a whole host 
of new anxieties. Set yourself realistic goals, and aim to achieve 
them one step at a time. Remember that life is precious and you 
need to live in the present as well as hold on to your dreams for 
the future.

Translation
미래에 대한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며 삶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마라. 웅대

한 계획은 즐겁지만, 이룰 수 없으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

람이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라고 압력을 가하도록 놔두

지 마라. 당신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걱정만 하게 되고, 그것은 새로

운 근심거리만 만들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한 번에 하나씩 달성하려

는 목표를 정하라. 인생은 귀중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간직하는 것뿐 아니

라 현재를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Tips & Clue
achieve 달성하다  

pressure 압력을 가하다,강요하다  

trigger 격발시키다 

host 많음   

anxiety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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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 goal 현실적 목표  

aim 목표로 삼다, 겨냥하다; 목표  

hold on to ~를 고수하다, ~에 집착하다

18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The introduction of newspapers in 1880s, televisions in 1950s, 
computers in 1970s, the Internets in 1990s, and audio-video 
technologies in 2000s brought about a rapid advancement in 
long-distance communications. As a result, people in the present 
age live in a world overflowing with information as opposed to 
the dark ill-informed days which lasted over many centuries.

Translation
1880년대의 신문의 등장, 1950년대의 TV, 1970년대의 컴퓨터, 1990년

대의 인터넷, 2000년대 첨단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의 보급에 따라 대중의 

장거리 통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다. 이 때문에 지난 몇 세기 동안 정보 

부족으로 사람들이 세상일에 무지했던 시대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Tips & Clue
rapid advancement 빠른 발전

long-distance communication 원거리 통신

overflow with ~로 넘쳐흐르다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ill-informed ~을 잘 알지 못하는, 정보에 어두운 

last 지속되다 

19 문제 유형 : 통합 교과형 

Script
In the 1700s, a captain of a ship noticed that the sailors who 
work in the areas of Mediterranean Sea never developed scurvy 
for the sailors who sail to the Mediterranean Sea. He also 
noticed that a fruit called lime was one of their main foods. He 
randomly divided up his 100 sailors into group A and group 
B. He allowed group A to take limes and let group B to take 
other everyday food.  He then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intake of limes and the disease.

Translation
1700년대에 한 선장은 지중해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서는 괴혈병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라임이라는 과일이 지중해를 운항하는 

선원들의 주요 식량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선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A 집단에는 라임을 먹도록 

하고, B 집단에는 일상식을 먹도록 한 후, 라임의 섭취와 괴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Tips & Clue
Mediterranean Sea 지중해

develop (질병에) 걸리다 

scurvy 괴혈병

randomly 임의로, 닥치는 대로 

divide up 나누다 

everyday food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analyze 분석하다 

intake 흡입[섭취]량[물]

20 문제 유형 : 독해형 L/C 

Script
Q	 Which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Translation
많은 나라에서 인구 과밀 도시들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로 외

곽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 유입에 기인하며,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농업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직업과 보수를 바라며 대도시로 몰려

들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택 문제, 위생 악화, 실업 등의 도시 지역의 악조

건이 빈곤, 질병, 범죄를 증가시켰다.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농촌 지역

의 생활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농

촌에 머물도록 장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하

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교통, 의료, 교육 서비스와 

같은 농촌의 편의 시설이 농촌 생활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도록 향상

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선행적 발전 없이 도시 자체는 발전할 수 없기에 

농촌 지역의 개선은 두 배 더 중요하다.

Q 지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은?

Tips & Clue
overcrowded 과밀한  

face 직면하다 

dissatisfy 만족시키지 못하다 

urban 도시의 

worsen 악화시키다 

sanitation 위생 

unemployment 실업  

bring about ~을 야기하다 

poverty 가난  

long-term solution 장기적 해결책  

incentive 유인책, 동기, 장려책 

facility 시설 

foster 촉진하다  

attitude 자세 

doubly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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