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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movie 

theater?
W	 Yes. Walk straight along this street. Then turn right at the 

first intersection.
M	 Turn right?
W	 Yes. The movie theater is on the right, after you pass the 

second intersection.
M	 On the right?
W	 That’s correct. You can’t miss it.

Translation
남	 실례지만, 극장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	 네. 이 길을 따라 쭉 가세요. 그러다가 첫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세요.

남	 우회전이요?

여	 네. 두번째의 교차로를 지나면 오른편에 극장이 있어요.

남	 오른편이요?

여	 맞아요.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Tips & Clue
You can’t miss it. 금방 찾으실 거에요.

02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Do you have to work on Saturdays this month?
M	 Not on every Saturday.
W	 Not on every Saturday? What do you mean?
M	 I don’t have to work on the third Saturday of the month. 
W	 You will be able to relax on that day.
M	 Yes, it’s been two months since I last had a Saturday off.

Translation
여	 이번 달에는 토요일마다 일을 해야 하나요?

남	 매주 토요일은 아니에요.

여	 매주 토요일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	 저는 이번 달 셋째 토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요.

여	 그 날은 쉴 수 있겠네요.

남	 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쉰지 2달만이군요.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Tips & Clue
일정하게 반복되는 요일은 복수로 사용한다.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on every Saturday)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id you hear that they postponed the meeting?
W	 Yes, I did, but I don’t understand why they had to postpone 

the meeting.
M	 Neither do I. I heard that it was the chairperson who 

postponed it.
W	 I hope she doesn’t postpone it again.

Translation
남	 회의가 연기된 것 들었니?

여	 응, 그런데 왜 회의를 연기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남	 나도 그래. 연기한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들었어.

여	 또다시 연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Tips & Clue
상대가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Did you hear ~?(~을 들었니?)라는 표

현을 사용했다.

postpone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chairperson 의장, 회장

04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화제
Script
W	 So, have you asked them for permission?
M	 You mean my parents’? You think I should?
W	 Of course! We’re underage, and the school won’t let you go 

without your parents’ consent.
M	 All right. I’ll have to ask them.

Translation
여	 그래서, 허락을 받았니?

남	 우리 부모님한테서? 그래야만 하니?

여	 물론이지! 우린 미성년이잖아,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안 보내 줄거야.

남	 알았어, 여쭤 봐야겠다.

Tips & Clue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답은 ②다.

permission 허락, 허가 

underage 미성년 

consent 동의, 승낙 

05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Where are you going, Jason?
M	 My boss wants me to run an errand.
W	 Whatever happened to the errand boy?
M	 He got off work earl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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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어디 가니, 제이슨?

남	 상사가 심부름 좀 하래.

여	 심부름 하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남	 오늘 일찍 퇴근했어.

Tips & Clue
run an errand 심부름을 하다

get off work 퇴근하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You want to go watch a football game tonight?
W	 Sounds great! What time is the game on?
M	 At seven o’clock. That’s two hours from now.
W	 Why don’t I meet you at six? I’ve got some errands to run 

first.

Translation
남	 오늘 밤에 미식축구 보러 갈래?

여	 좋지! 몇 시에 게임이 시작하는데?

남	 일곱 시에. 지금부터 두 시간 뒤야.

여	 여섯 시에 만나면 어떨까? 먼저 심부름 할 게 있어서.

Tips & Clue
게임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the game is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Simon? Is that you?
M	 It is. What’s up, Vicky?
W	 Thank God, you’re home. Can you do me a favor?
M	 Sure thing! What do you want?
W	 There should be a document in a red folder on my desk. 

Can you bring that to my office as soon as possible?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사이먼? 너니?

남	 응. 무슨 일이야, 비키?

여	 네가 집에 있어서 다행이다. 뭐 좀 도와줄래?

남	 물론이지! 뭐야?

여	 내 책상 위에 있는 빨간색 폴더에 서류가 있을 거야. 가능한 빨리 내 사

무실로 가져다 줄래?

Tips & Clue
document 서류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0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I’ve really done it this time, haven’t I?

W	 You sure have. Did you notice the teacher was looking at 
you during the test?

M	 Yeah, do you think he knew I was cheating?
W	 Seems like it.
M	 Guess I’m in hot water now.

Translation
남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해냈지?

여	 정말 했구나. 시험보는 동안에 선생님이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니?

남	 그래, 내가 커닝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시는 것 같니?

여	 그런 것 같아.

남	 난 이제 큰일 났구나.

① 남자는 목욕을 해야 한다. 

② 남자는 커닝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③ 남자는 다른 시험을 치러야 한다 

④ 남자는 커다란 곤경에 빠져 있다.

Tips & Clue
cheat 속이다, 커닝하다 

be in hot water 곤경에 빠지다 (= be in trouble)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i, Josh. Have you seen John today?
M	 He got off early today to go rock climbing.
W	 I didn’t know he was into rock climbing.
M	 Nothing comes between John and his rock climbing. It’s his 

favorite hobby.

Translation
여	 안녕, 조쉬. 오늘 존 봤니?

남	 암벽등반 간다고 일찍 퇴근했어.

여	 존이 암벽등반에 빠져 있는지 몰랐네.

남	 어떤 것도 존하고 암벽등반을 갈라놓을 수 없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

미거든.

Tips & Clue
‘A와 B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Nothing comes between A 

and B가 쓰였다.

rock climbing 암벽 등반

be into 열중하고 있다

10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W	 How’s your new job in the mail room?
M	 Great! I think people really like me.
W	 Is that right? That’s nice to hear.
M	 I can see myself managing the place in a few months.
W	 Great. But don’t get carried away.

Translation
여	 우편실에서 하는 새 일은 어때요?

남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	 정말이에요? 잘 됐네요.

리스닝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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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제가 몇 달 후에 그 곳을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여	 멋지네요, 하지만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아요.

① 최선을 다 해라.

② 동료들에게 잘 해라.

③ 너무 흥분하지 마라.

④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Tips & Clue
manage 관리하다 

get carried away 흥분하다, 넋을 잃다

colleague 동료 

overly 지나치게

11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M	 Hi, Sophia. How’s your English class?
W	 Hi, Thomas. It’s wonderful. I am very happy with it.
M	 I’m in level 3. What level are you in?
W	 I’m in level 2.
M	 My English teacher is Ms. James, who is a very good 

teacher. Who is your English teacher?
W	 Mr. Kane is my English teacher. He’s very good, too.

Translation
남	 안녕, 소피아. 영어 수업은 어때?

여	 안녕, 토마스. 아주 좋아. 나는 영어 수업이 아주 좋아.

남	 나는 레벨 3이야. 너는 몇 레벨이니?

여	 나는 2레벨이야.

남	 나의 영어 선생님은 케씨 제임스인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야. 너의 영

어 선생님은 누구니?

여	 밥 케인 선생님이셔. 그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야.

① 학생 - 교사 ② 관광객 - 관광 안내원

③ 학생 - 학생 ④ 고용주 - 피고용자

Tips & Clue
level 레벨, 단계

12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Oh, Christine. It’s so good to see you. Can you do me a 

favor?
W	 Sure. What can I do for you?
M	 I heard that you subscribe to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W	 Yes, I do.
M	 Great. Can I borrow the last six issues?
W	 Sure, why not?

Translation
남	 오, 크리스틴. 잘 만났다.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

여	 물론, 뭘 해주면 되는데?

남	 네가 내셔날 지오그래픽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고 들었어.

여	 응, 그래.

남	 잘 됐네, 최근 여섯 부를 빌릴 수 있을까?

여	 물론, 안될 것 없지.

① 여자는 그 잡지를 구독하고 있지 않다.

② 여자는 남자가 잡지를 빌리는 걸 원치 않는다.

③ 여자는 남자에게 잡지를 빌려줄 것이다.

④ 여자는 남자에게 잡지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Tips & Clue
여자의 마지막 말인 Why not?이 의미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Why not?은 

상대방의 권유, 제안, 부탁 등에 대해 동의, 긍정하는 말로 쓰인다.

subscribe 구독하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ey, Jane. What’s with Susan lately?
W	 What do you mean?
M	 She keeps jumping down my throat. Did I do something 

wrong?
W	 No, I doubt it. It’s probably because she broke up with 

her boyfriend. You know, she can be quite emotional 
sometimes.

M	 You’re telling me this could go on until she finds a new 
one?

W	 I wouldn’t put it that way, but I wouldn’t rule that out, 
either.

Translation
남	 이 봐, 제인. 수잔에게 요즘 무슨 일 있니?

여	 무슨 뜻이야?

남	 자꾸 나한테 화를 내더라. 내가 뭐 잘못했니?

여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그런가 봐. 너도 

알다시피 그 애 가끔은 아주 감정적이잖아.

남	 그럼 새 남자친구가 생길 때까지 계속 이럴 거란 말이야?

여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Tips & Clue
jump down one’s throat ~에게 마구 화를 내다

doubt 의심스럽게 여기다

emotional 감정적인 

go on 계속되다 

rule out ~을 제외하다

14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Jenny, do you have any nicknames?
W	 Yes, I have a few.
M	 How many do you have?
W	 About three. Bear, gorilla, koala.
M	 Bear, gorilla, koala? They’re funny. Do you like them?
W	 No, I don’t. My friends make fun of me with these nicknames.
M	 I don’t think they’re making fun of you. I want you to feel 

proud of these nicknames because your friends made them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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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제니야, 별명이 있니?

여	 네, 몇 개 있어요.

남	 몇 개나 있니?

여	 3개 정도요. 곰, 고릴라, 코알라.

남	 곰, 고릴라, 코알라? 재미있구나. 그 별명이 좋니?

여	 좋지 않아요. 친구들이 별명을 가지고 저를 놀려요.

남	 나는 친구들이 너를 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네 친구들이 지어준 거니까.

Tips & Clue
nickname 별명 

make fun of ~을 웃음거리로 만들다

1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o you have any seats left on the tour tomorrow?
W	 Yes, we do. There are a few seats left.
M	 Is that the tour that includes the Sonoma Valley?
W	 That’s right.
M	 How long does the whole tour take?
W	 About seven hours.

Translation
남	 내일 여행에 빈 자리가 있습니까?

여	 네, 있어요.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	 그 여행 일정에 소노마 계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	 그렇습니다.

남	 전체 여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	 7시간 정도입니다.

① 버스타기 ② 자리 잡기  

③ 관광하러 가기 ④ 시간 확인하기  

Tips & Clue
left 남아 있는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 can’t believe that this is my last day here.
W	 You’re leaving us today?
M	 Yes. I’m so nervous about this.
W	 I’m sure it will be fine.
M	 I don’t know. It will be so different.
W	 I thought you wanted a change.
M	 Yes, I did. But now I’m not sure if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W	     

Translation
남	 오늘이 여기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여	 오늘 떠나는 거야?

남	 그래. 너무 긴장돼.

여	 괜찮을 거야.

남	 모르겠어. 너무 다를 거야.

여	 나는 네가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남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잘 한 일인지 확신이 안 가.

여	
①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② 너는 나에게 딱맞는 사람이었어.

③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해.

④ 너는 언제 떠나니?

Tips & Clue
걱정하고 있는 남자를 여자가 안심시켜 주는 내용이 가장 적당하다.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bought a lovely sweater at a department store. But, later 
you found that it wasn’t quite your taste. You want to return it 
and get the money back.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the clerk?

Translation
당신은 백화점에서 예쁜 스웨터를 하나 샀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옷은 

당신 취향이 아니었다. 당신은 그 옷을 돌려 주고 돈을 돌려 받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점원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① 감사합니다. ② 제가 확인해 보죠. 

③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④ 그건 최신 유행이 아니네요.

Tips & Clue
taste 취향 

get one’s money back 돈을 돌려 받다 

I’d like a refund. 환불해 주세요. 

18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Hello, Bob. I’m sorry for not writing to you more often, but I 
have been very busy with work. I’m sending you this e-mail to 
let you know that Cindy and I just had a baby boy. I am very 
proud of him. Talk to you soon.

Jim.

Translation
안녕, 밥. 편지 더 자주 못 써서 미안해. 일 때문에 많이 바빴어. 신디와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이 이메일을 쓰는 거야. 아이가 정말 자랑

스러워. 곧 연락할게. 짐.

Tips & Clue
아기 출산 소식을 알리려고 쓴 것이다.

have a baby 아기를 낳다 

proud 자랑스러운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m Thomas. My pocket money is 100 dollars a month. I spend 
20 dollars on books and 30 dollars on snacks ea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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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 often go to the movies, which costs at least 50 dollars a 
month. I always run out of money.

Translation
나는 토마스다. 내 용돈은 한 달에 100달러이다. 나는 매달 책을 사는데 20

달러를 쓰고, 간식 사먹는 것에 30달러를 쓴다. 그리고 나는 종종 영화 구경

을 가는데, 그게 적어도 한 달에 50달러 든다.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Tips & Clue
pocket money 용돈 

snack 간식  

run out of ~이 다 없어지다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과학
Script
A balloon is inflated when air is injected. Which answer best 
explains the reason?

Translation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팽팽해진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ips & Clue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담긴 풍선 벽에 부딪쳐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inflate ~을 부풀리다, 팽창시키다

inject ~을 주입하다, 넣다 

TEST 02 
Answer Key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② 07 ② 08 ④ 09 ①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① 18 ③ 19 ④ 20 ④

0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M	 I heard that the concert has been canceled.   
W	 Yes, it will be in November instead.
M	 What day is it?
W	 Two weeks after this Sunday, the 15th.
M	 Isn’t tomorrow the 15th? 
W	 No, today’s only Wednesday.
M	 You’re right. I was confused.

Translation
남	 그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들었어요.

여	 네, 그 대신 11월에 할 거에요.

남	 며칠이죠?

여	 이번 주 일요일인 15일부터 2주 후에 해요.

남	 내일이 15일 아닌가요?

여	 아니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남	 그렇군요. 제가 혼동했네요.

Tips & Clue
confused 혼동한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Excuse me. I’d like to buy a pet. 
W	 You should go to Pete’s Pets.
M	 Excuse me?
W	 Pete’s Pets.
M	 Can you tell me where it is?
W	 It’s on Elm Street, in front of City Hall.
M	 In front of City Hall?
W	 Yes, that’s right. You can’t miss it.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애완동물을 사고 싶은데요.

여	 피트의 애완가게에 가세요.

남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	 피트의 애완가게요.

남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	 엘름 거리의 시청 앞에 있습니다.

남	 시청 앞이요?

여	 네, 맞습니다. 쉽게 찾으실 거에요.

03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I can’t believe I said that to her.
M	 Hey, it wasn’t your fault.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She was asking for it.
W	 I could’ve used better words. It just wasn’t like me.
M	 Come on! Stop blaming yourself for what wasn’t your fault.
W	 Well, thank you for your concern, but I’ll have to think it 

over again.

Translation
여	 내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남	 이봐,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너무 자신을 원망하지마! 그 애가 화를 자초

한 거라고.

여	 더 좋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나답지 않았어.

남	 이 봐! 네 잘못도 아닌 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마!

여	 어쨌든. 생각해 줘서 고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Tips & Clue
남자가 여자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자책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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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③임을 알 수 있다.

She was asking for it. 그녀가 자초한 일이다.

blame 비난하다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Another piece of cake?
M	 No, thanks. I’m trying to take off a couple of pounds.
W	 Oh, come on! You can always exercise to do that.
M	 True. But I’ve found that the best way to keep off the 

weight is just to push myself away from the table.

Translation
여	 케이크 한 조각 더 먹을래?

남	 아니, 살을 2파운드 정도 빼려고 노력 중이거든.

여	 왜이래! 운동하면 되잖아.

남	 맞아. 하지만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식탁에서 멀어지는 것

이란 걸 알게 됐어.

Tips & Clue
남자는 살을 빼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스스로 식탁에서 멀어지는, 즉 먹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여자는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take off ~을 제거하다, 없애다

keep off the weight 살찌는 것으로 부터 피하다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Are you free this Sunday?
W	 Not until 3 in the afternoon. I’ll have to finish the reading 

for my history assignment in the morning and pick my 
brother up from soccer practice at 2.

M	 All right.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place anytime 
after 4? We can make some popcorn and watch a movie.

W	 Great! What kind of movie are we going to rent?

Translation
남	 이번 일요일에 한가하니?

여	 오후 3시까지는 바빠. 오전에는 역사 숙제에 필요한 책을 다 읽어야 하

고, 2시에 남동생을 축구 연습장에서 데리고 와야 하거든.

남	 좋아. 4시 이후에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오는게 어때? 팝콘 만들어 먹고 

영화 보자.

여	 좋아! 무슨 영화를 빌릴 거니?

Tips & Clue
동생에 대한 언급은 데리러 가야 한다는 내용 외에는 없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여자가 그들이 빌리게 될 영화의 종류를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signment 숙제

pick up (차 따위에) 태우다 

come over to (someone’s place) ~에 오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ere you at school last Friday?
M	 Yes, I was. But you weren’t, were you? I didn’t see you in 

physics class.
W	 That’s right. I had to attend Dr. Kim’s seminar instead.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physics notes?
M	 Sure, you can. By the way, we’re going to have a quiz next 

week. Do you want to study together for it?

Translation
여	 지난 금요일에 학교에 있었니?

남	 응, 있었어. 넌 없었지, 그렇지? 물리 수업시간에 널 못 봤는데.

여	 맞아. 그 대신 김 박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거든. 네 물리 노트 좀 

빌릴 수 있을까?

남	 물론이지. 그런데 다음 주에 퀴즈를 볼 거야. 같이 공부 할래?

Tips & Clue
여자는 지난 주 금요일 김 박사의 세미나에 참석해야 해서 물리 수업에 빠졌다. 

김 박사가 어느 수업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07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Look at the long line! Do you think we’ll be able to get in?
M	 I think so. Some of these people already have tickets.
W	 How much are the tickets?
M	 Only $2.50 for the show. Let me pay for both of us.
W	 Thanks. I’ll buy some popcorn.

Translation
여	 긴 줄 좀 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니?

남	 그럴 거야.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표가 있어.

여	 표는 얼마야?

남	 2달러 50센트밖에 안 해. 내가 우리 둘 표를 살게.

여	 고마워. 팝콘은 내가 살게.

① 산에 오르기    ② 영화 보기   

③ 점심 먹기 ④ 노래 부르기

Tips & Clue
line, tickets, show 등에서 영화를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get in ~에 들어가다

show 상영 

pay 지불하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I have an apartment in Seoul.
M	 How long ago did you buy it?
W	 I bought it only five days ago.
M	 So you bought it on the 4th.
W	 Yes.

Translation
여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남	 산 지 얼마나 됐어?

여	 5일 전에 샀어.

남	 그러니까 4일에 샀구나.

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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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5일 전이 4일이므로 오늘은 9일이다.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 did your speech go?
W	 I think it went OK.
M	 Just OK? Are you kidding me? I heard that you received a 

round of applause.
W	 I’m just glad they all liked it. You know, I worked hard on it.

Translation
남	 연설은 어떻게 됐니?

여	 괜찮았어.

남	 그냥 괜찮다고? 농담하는 거야?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던데.

여	 다들 좋아했다니 기쁘다. 너도 알다시피 열심히 준비했거든.

Tips & Clue
남자는 여자의 연설이 큰 박수를 받았다(you received a round of applause)

는 말을 하므로 Are you kidding me?의 문맥상 의미는 ①이다.

speech 연설

round of applause 박수갈채

10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M	 What can I do for you, ma’am?
W	 Fill it up, please.
M	 Regular or unleaded?
W	 Unleaded. It’s nearly empty. I’ve been driving all day.
M	 Shall I check the engine oil for you, ma’am?
W	 Yes, thank you.

Translation
남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부인?

여	 기름을 가득 넣어 주세요.

남	 일반 휘발유 넣어 드릴까요, 무연 휘발유로 드릴까요?

여	 무연 휘발유로 주세요. 거의 바닥이 났어요. 하루 종일 운전을 했거든요.

남	 엔진오일을 확인해 드릴까요?

여	 네, 감사합니다.

① 수리공 - 고객 ② 판매원 - 고객

③ 주유소 직원 - 운전자 ④ 교사 - 학생

Tips & Clue
fill up 가득 채우다 

regular 일반의 

unleaded 무연의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see you’re looking at this microwave oven. May I help 

you with it?
W	 Yes, please. I’m interested in buying one. Is it in good 

condition?
M	 It’s only two years old, and it’s in perfect working condition.
W	 How much is it?
M	 $80.
W	 OK. May I write you a check?
M	 I’m sorry. I’d rather have cash.
W	 Would you hold it for me for an hour? I can go to the store 

and cash a check.
M	 Could you leave me a small deposit? Ten dollars, maybe?

Translation
남	 이 전자레인지를 보고 계시는군요. 도와 드릴까요?

여	 네. 하나 사려고 해요. 작동이 잘 되나요?

남	 2년 밖에 안돼서 작동 상태가 완벽합니다.

여	 얼마에요?

남	 80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수표를 써드려도 될까요?

남	 죄송합니다만 현금이 좋겠습니다.

여	 한 시간만 맡아 주시겠어요? 가게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올게요.

남	 선금을 조금 주시겠어요? 10달러 정도?

Tips & Clue
microwave oven 전자 레인지 

in good condition 상태가 좋은

check 수표

hold 잡다, 쥐다

cash a check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다 

deposit 계약금, 예치금

12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I’d like to speak with Stanton.
M	 Speaking. Who am I speaking to?
W	 This is Melanie.
M	 Oh, Melanie! What’s up?
W	 Well, I wanted to ask you about the homework. Could I see 

you now?
M	 Sure. Come over to my house any time.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스탠튼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남	 전데요. 누구시죠?

여	 나 멜라니야.

남	 오, 멜라니! 무슨 일이야?

여	 숙제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만날 수 있겠니?

남	 물론이지.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와.

Tips & Clue
여자의 말 I wanted to ask you about the homework에서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알 수 있다.

come over (멀리서) 오다

any time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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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You can’t park here. Parking is not permitted here.
W	 Oh, we’ll be back soon.
M	 If you leave your car here, you’ll get a parking ticket.
W	 I don’t think so. All the traffic officers must have gone 

home by now.
M	 No, there’s one headed this way. Do you see him?

Translation
남	 여기에 주차하면 안돼. 여기는 주차가 허용이 안되거든.

여	 곧 돌아올 텐데 뭘.

남	 여기에 차를 두고 가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일 거야.

여	 그럴 것 같지 않아. 지금쯤이면 틀림없이 교통 순경은 모두 퇴근했다고.

남	 아냐, 이쪽으로 한 명이 오고 있어. 보이니?

Tips & Clue
permit 허락하다; 허락 

parking ticket 주차위반 통지서

traffic officer 교통 순경

head ~로 향하다

1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ey, Vince. Do you want to play tennis?
M	 Hi, Sue. I wish I could, but I hurt my wrist yesterday.
W	 What did you do to your wrist?
M	 My father and I were arm-wrestling. I think that’s how it 

got hurt.

Translation
여	 안녕, 빈스. 테니스 칠래?

남	 안녕, 수. 나도 그러면 좋겠지만, 어제 손목을 다쳤어.

여	 손목을 어떻게 했길래?

남	 아버지와 팔씨름을 했거든. 그래서 손목을 다친 것 같아.

Tips & Clue
남자는 손목을 다친 원인을 My father and I did arm-wrestling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wrist 손목 

arm-wrestling 팔씨름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Can I help you?
W	 Yes, I want to send some flowers to my mother in Chicago.
M	 What kind of flowers would you like?
W	 Well, what would you recommend?
M	 	  

Translation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시카고에 계신 어머니에게 꽃을 보내고 싶어요.

남	 어떤 종류의 꽃을 원하세요?

여	 글쎄요,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남	 	     
① 일년 중 이맘 때에 장미가 아주 좋아요.

② 장미는 너무 비싸요.

③ 꽃을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④ 어머니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거에요.

Tips & Clue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at this time of the year 일년 중 이맘때

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color-blind. They are un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certain colors because of a medical 
problem. It doesn’t mean they can’t recognize any color at all. 
It’s not a very serious medical problem.

Translation
세상에는 색맹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질병 때문에 특정 색깔의 차이

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색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

Tips & Clue
color-blind 색맹인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구별하다

medical problem 의학적 문제, 질병 

recognize 인식하다, 알아보다

serious 심각한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Now you are looking around in a department store. One clerk 
sees you and asks “May I help you?” But you don’t want to buy 
anything and you just want to do some window shoppi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the clerk? 

Translation
지금 당신은 백화점을 구경하고 있다. 점원 한 명이 당신을 보고 “도와드릴

까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물건을 살 생각은 없고, 단지 구경하기만

을 원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 점원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①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에요. 

② 뭘 좀 사고 싶어요. 

③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④ 그거 참 좋네요. 

Tips & Clue
clerk 점원 

window shopping 구경하기

browse ~을 이리저리 뒤지다, 둘러보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다. 

18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Hi, Jane. It is my son’s birthday on Sunday the 22nd. I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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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 like it if you could bring your daughter to his party. Hope 
to see you there. Jenny.

Translation
안녕, 제인. 22일 일요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야. 네가 딸을 데리고 생일 파티

에 와 주면 정말 좋겠어. 그 때 보길 바래. 제니.

Tips & Clue
아들의 생일 파티를 알리는 내용이다.

daughter 딸

1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y job involves a lot of traveling, so I don’t own my own 
house and I’m not married yet. I serve food and drinks, and try 
to make the passengers feel as comfortable as possible. I get to 
visit cities all over the world, which is very exciting.

Translation
나는 직업상 여행을 많이 해서, 집이 없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다. 나는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승객들을 가능한 한 편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나

는 세계 각지의 도시를 방문하는데, 그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다.

① 비행기 조종사 ② 비서   

③ 여행 가이드  ④ 기내 승무원

Tips & Clue
involve 포함하다, 수반하다 

own 소유하다; 자신의 

serve 봉사하다, 제공하다 

passenger 승객  

flight attendant 기내 승무원(남녀 모두 포함)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목적,	이유
Script
To John Mean,
I do not agree with the way you are treating your dog. I saw 
you hitting him with a stick yesterday. That is very cruel and 
I am signing a petition to have the dog removed from your 
custody.                

From Nice
Q  What’s the purpose of the e-mail message?
① to invite  
② to congratulate  
③ to advise 
④ to protest

Translation
잔인한 분에게,

저는 당신이 당신 개를 다루는 방식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어제 당신이 막

대기로 개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고, 당신이 

개를 데리고 있지 못하게 하는 진정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부터

Q 이 메일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 초대하기 위해    ② 축하하기 위해   

③ 조언하기 위해    ④ 항의하기 위해

Tips & Clue
개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agree 동의하다 

treat 취급하다, 다루다 

stick 막대기 

cruel 잔혹한

petition 탄원, 진정 

remove 옮기다, 이동시키다

custody 보호, 관리

TEST 03 
Answer Key

01 ② 02 ② 03 ① 04 ① 05 ③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② 15 ③

16 ③ 17 ② 18 ① 19 ④ 20 ②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I have to go to the dentist. Do you know where it is?
M	 You mean Dr. Smith’s office?
W	 Yes.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M	 Sure. It’s on English Avenue.
W	 Okay. I know where that is.
M	 It’s across from the police station. 
W	 Thank you.
M	 No problem.

Translation
여	 저는 치과에 가야 해요. 치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	 스미스 의원 말인가요?

여	 네.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그것은 잉글리시 거리에 있어요.

여	 알았어요. 그 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남	 치과는 경찰서 건너편에 있어요. 

여	 감사합니다.

남	 별말씀을요.

Tips & Clue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다

across from ~의 바로 맞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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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d like to return this shirt.
 W	 Wa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②  M	 What’s wrong, Janet?
 W	 	I was in such a hurry this morning that I locked my 

keys in the car.
③  M	 What kind of drinks do you sell here?
 W	 Coffee, tea, sodas, and fruit drinks.
④  M	 How many miles does your truck get to a gallon?
 W	 Usually about thirteen.

Translation
① 남	 이 셔츠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여	 셔츠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② 남	 무슨 일이니, 재닛?

 여	 오늘 아침에 너무 서두르다가 차에 열쇠를 놓고 잠가버렸어.

③ 남	 여기에서는 어떤 음료를 파나요?

 여	 커피, 차, 소다, 그리고 과일 주스를 팝니다.

④ 남	 당신의 트럭은 갤런당 몇 마일을 달립니까?

 여	 보통 13마일 정도요.

Tips & Clue
return 반납하다, 환불하다

in a hurry 급히, 서둘러

lock 잠그다

get to (어떤 결과에) 이르다

gallon [액량 단위] 갤런

03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You’re still here studying?
M	 Yes, I have to finish my report that’s due next week.
W	 But you’ve been working on it all day. You need a break.
M	 You’re right. What do you want to do?
W	 It doesn’t really matter. How about going to see a movie?
M	 I’ve seen them all already.
W	 I’d rather go roller-skating. I haven’t done that for months.
M	 Okay.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ranslation
여	 아직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니?

남	 응, 다음 주까지 내야 할 보고서를 끝내야 하거든.

여	 하지만 하루 종일 일만 했잖아. 너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

남	 네 말이 맞아. 무엇을 하고 싶니?

여	 나는 상관 없어.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어때?

남	 요즘 영화는 모두 다 봤어.

여	 롤러 스케이트 타러 가는 것이 좋겠다. 몇 개월 동안 못 탔거든.

남	 좋아. 좋은 생각이야.

① 롤러 스케이트 타러 가기 ②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③ 영화관에 가기  ④ 리포트 쓰기

Tips & Clue
due 지급 기일이 된, 만기가 된

workon ~에 착수하다, ~을 연구하다

go roller-skating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다

04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What happened to your book bag, Min-su?
M	 I lost it.
W	 You lost it? How?
M	 I left it in the subway train.
W	 Are you serious? What was in the book bag?
M	 All my schoolbooks and my soccer uniform.
W	 I am really upset. This is the third time this year you lost 

your book bag! Those books and the uniform are very 
expensive. 

M	 I’m sorry. I’ll try to be more careful.

Translation
여	 너 책가방 어떻게 했니, 민수야?

남	 잃어버렸어요.

여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남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여	 진짜니? 책가방 속에는 뭐가 있었는데?

남	 학교 교재와 축구부 유니폼이요.

여	 정말 화가 나는구나. 올해만 세번째로 가방을 잃어버렸잖아! 그 교재들

과 유니폼은 굉장히 비싼 거야.

남	 죄송해요. 좀더 조심하도록 노력할게요.

① 화난 ② 감사해하는   

③ 걱정하는 ④ 슬픈 

Tips & Clue
uniform 제복, 유니폼

upset 화난, 심란한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do you think the U.S. is going to do about the attack 

in New York?
M	 They will fi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nd make 

the person pay for the crime.
W	 Do they know who gave the order?
M	 It’s hard to say. They say they do, but they haven’t shown 

us any solid proof yet.

Translation
여	 뉴욕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니?

남	 공격의 책임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죄 값을 치르도록 하겠지.

여	 명령을 내린 사람을 그들이 알고 있을까?

남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안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

지 못하고 있거든.

Tips & Clue
attack 공격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을 지다

give the order 명령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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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확고한, 확실한 

proof 증거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Did you see the paper this morning? The Smith’s house 

completely burned down yesterday.
M	 Did the fire destroy their art collections, too? They were 

really valuable, I hear.
W	 Yes, I’m afraid so.
M	 You know, it really burns me up that they didn’t have an 

adequate fire alarm system.

Translation
여	 오늘 아침 신문 읽었니? 어제 스미스 씨네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더라.

남	 그 집에 있는 미술 소장품도 화재로 없어졌니? 듣기로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던데.

여	 응, 그런것 같아.

남	 그 집에 화재 경보시설이 미흡했다는 얘길 듣고 정말 화가 나.

Tips & Clue
burn down은 ‘불에 타 쓰러지다’는 표현이고, burn me up은 ‘내가 화가 난다’

는 표현이다. 

paper 신문

burn down 몽땅 타서 없어지다

destroy 파괴하다

art collection 미술 소장품

valuable 가치있는, 비싼 

burn someone up ~를 화나게 하다 

adequate 적당한, 적절한 

fire alarm system 화재 경보 시스템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Are you coming to my birthday party on Sunday?
W	 I’m afaid I’ve already made other plans. I didn’t know you 

were having a party on Sunday.
M	 Didn’t you get an invitation in the mail?
W	 No, I didn’t.
M	 I mailed one to you a week ago. It must have been lost in 

the mail.

Translation
남	 일요일 내 생일 파티에 올 거니?

여	 나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는데. 일요일에 파티 하는 줄 몰랐어.

남	 우편으로 초대장 못 받았니?

여	 아니, 못 받았어.

남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우편물이 배달 중에 분실되었나 보다.

Tips & Clue
It must have been lost in the mail.은 배달 중에 분실되었다는 말이다.

invitation 초대장 

mail 우편물; 우편으로 부치다

in the mail 배송 중인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yundai Department Store. May I help you?
W	 What time do you close?
M	 We close at 8.
W	 What time is it now?
M	 It’s 7:30.

Translation
남	 현대 백화점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몇 시에 문을 닫나요?

남	 8시에 닫습니다.

여	 지금이 몇 시죠?

남	 7시 30분입니다.

Tips & Clue
백화점 문을 닫는 시간과 현재 시간을 잘 구분하여 들어야 한다.

close 폐장하다, 문 닫다

09	 문제유형	:	장소	파악
Script
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cash a check.
W	 Do you have an account here?
M	 Yes, I do. I have a savings account.
W	 Could you give me your account number, please?
M	 Sure. Here it is.

Translation
여	 도와드릴까요?

남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	 저희 쪽에 계좌가 있으세요?

남	 네.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	 계좌 번호를 주시겠어요?

남	 네. 여기 있습니다.

① 교실에서 ② 극장에서   

③ 사무실에서 ④ 은행에서

Tips & Clue
cash a check 수표를 현금을 바꾸다 

savings account 예금 계좌

10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flight to New York.
W	 When will you be traveling, sir?
M	 The day after tomorrow, if possible.
W	 All right, sir. We have one flight leaving at 10:00 a.m. and 

another flight at 4:00.

Translation
남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여	 언제 떠나실 예정인가요, 손님?

남	 가능하다면 모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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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좋습니다. 오전 10시와 4시에 떠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① 여자를 만나는 것 ② 뉴욕을 떠나는 것 

③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것 ④ 예약을 취소하는 것

Tips & Clue
make a reservation for a flight to ~로 가는 항공편을 에약하다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cancel 취소하다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If a right angle is an angle of 90˚, what’s the measure of a 

left angle?
M	 I guess a left angle is ninety degrees, too.
W	 Wrong! There’s no such thing as a left angle.
M	 Oops, you’re right!

Translation
여	 직각이 90도라면, 좌측 각도는 몇 도지?

남	 좌측 각도도 90도겠지.

여	 틀렸어! 좌측 각도라는 말은 없거든.

남	 이런, 네 말이 맞아!

Tips & Clue
right angle 직각

measure 분량, 정도, 도수

degree 도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heard you guys are driving to Sang-Am World Cup 

Stadium tonight to watch a game. 
M	 Yes. There is a big soccer match between Korea and Japan.
W	 Well, you know it’s Friday afternoon and the traffic usually 

starts getting heavy from 5 on Kangbyun Buk-ro. 
M	 I didn’t know that. We’d better leave early then. Thanks for 

the tip.

Translation
여	 	너희들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 보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승용차로 간

다고 들었어.

남	 그래. 한국 대 일본의 중요한 경기가 있거든.

여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는 강변북로가 보통 오후 5시부터 심하게 막히기 

시작해. 

남	 그건 몰랐어. 그럼 일찍 출발하는 게 낫겠다. 유익한 정보 고마워. 

Tips & Clue
여자는 남자와 다른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으므로 

같이 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유익한 정보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ello. Are you being served?

M	 No, I’m not. I am interested in buying some computer games.
W	 How about this new game? Kids love it.
M	 I’ll take that one.
W	 Anything else?
M	 No, that should be it. Thank you.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누가 도와드리고 있나요?

남	 아니오. 컴퓨터 게임을 좀 구입하려고 해요.

여	 이 새로운 게임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남	 그것으로 하겠어요.

여	 다른 건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남	 아니오, 그거면 되요. 고마워요.

Tips & Clue
Are you being served[helped]?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대답인 No, I’m not은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

로 도움을 원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That should be it. 그게 다에요.

14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Are you leaving right now?
W	 Yes, why?
M	 Could you do me a favor, please?
W	 What do you need?
M	 Would you drop my books off at the library on your way 

home?
W	 Sure. I’ll be glad to.

Translation
남	 지금 떠날거니?

여	 응. 왜?

남	 부탁 좀 들어줄래?

여	 무슨 일인데?

남	 집으로 가는 길에 도서관에 내 책을 좀 반납해 줄래?

여	 물론이지. 기꺼이 해줄게.

Tips & Clue
여자가 남자대신 책을 반납해주니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drop off ~을 갖다 놓다[주다]

on one’s way 가는 길에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Sally, the computer is not working. Do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W	 I am not really sure. I think you should call a service man.
M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W	

Translation
남	 샐리,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 문제가 뭔지 아니?

여	 확실히 모르겠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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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 사람 전화번호 가지고 있니?

여	

① 전화가 고장이 났어.

② 우리 컴퓨터를 새로 사야겠어.

③ 교환원에게 번호를 물어봐야 해.

④ 네가 직접 고칠 수 있어.

Tips & Clue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으므로 전화번호와 관련된 응답이 정답이다.

service man 수리공 

operator (전화국의) 교환원 

fix 고치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i, Chris. What is your telephone number?
M	 It’s 345-7633.
W	 Do you have a cell phone?
M	 No, but I have an e-mail address if that would help.
W	 	   

Translation
여	 안녕, 크리스. 네 전화번호가 뭐니?

남	 345 -7633이야.

여	 휴대폰도 있니?

남	 아니,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메일 주소는 있어.

여	

① 나도 하나 있어. ② 좋아, 어디에 사는데?

③ 좋아. 주소는 뭔데? ④ 네 휴대폰 번호가 뭐야?

Tips & Clue
이메일 주소와 관계되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①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자 하

는 사람의 응답으로 부적절하다. 

if that would help 그게 도움이 된다면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He is in the middle of a seminar. The seminar lasts a long time 
and he feels tired. He wants to rest and get some fresh ai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he say?

Translation
그는 세미나 중이다. 세미나는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는 피곤함을 느낀다. 

그는 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길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

겠는가? 

① 편안히 하세요.  ② 좀 쉴까요?   

③ 전 지루하지 않아요. ④ 뭐 좀 먹죠.

Tips & Clue
last 지속하다 

fresh 신선한 

Make yourself at home. 편하게 계세요.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be bored 지루하다

1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ree days from today, it will be 13 years since I was born. On 
that day, my dad will buy me a present, and I’ll have a party 
with my friends. They will also give me present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at day.

Translation
3일 후면 내가 태어난 지 13년이 된다. 그날 아빠는 나에게 선물을 사 주실 

것이고, 나는 친구들과 파티를 할 것이다. 친구들 역시 나에게 선물을 줄 것

이다. 나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 

Tips & Clue
present 선물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ello, Sam. This is Cindy. I’d like to know when Jimmy’s 
birthday is, and where we will meet. Please call me after 8:00 
p.m. Thank you.

Translation
안녕, 샘. 나 신디야. 지미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 알고 

싶어. 저녁 8시 이후에 전화해 줘. 고마워.

전화 메세지

수신 : ① 샘

발신 : ② 신디

메세지 :  ③ 지미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음 

④ 저녁 8시 이전에 전화 줄 것 

Tips & Clue
전화로 자신을 말할 때는 I am ~이 아닌 This is ~로 말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④번의 before 8:00 p.m.이 잘못되었다. 

would like to ~하고 싶다 

return one’s call ~에게 답신 전화를 하다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과학	
Script
A candlelight was put into a bottle with limewater. Once the 
flame was put out, the bottle was shaken to observe the changes 
inside the bottle. What is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Translation
석회수가 든 병에 양초를 넣었다. 양초의 불을 끈 후, 병을 흔들어 병의 내부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 양초가 연소되는 모습 관찰하기

② 연소 후 생성물에 대해 학습하기

③ 연소 과정 관찰하기 

④ 불꽃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Tips & Clue
candlelight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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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light 석회수

flame 불길, 불꽃

put out (불 따위를) 끄다

observe 관찰하다 

experiment 실험

process 과정

combustion 연소 

byproduct 생성물

TEST 04 
Answer Key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③ 07 ② 08 ③, ④ 09 ②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④

01	 문제유형	:	도표	해석	
Script
M	 Have you finished the report on the number of computer 

games sold by each salesperson?
W	 Yes, sir. I just finished it.
M	 Who has sold the most?
W	 Jim has sold more games than anyone else. 
M	 Bob did very well at the end of last year. How many did he 

sell?
W	

Translation
남	 각 영업 사원의 컴퓨터 게임 판매실적 보고서 작성을 끝냈나요?

여	 네. 방금 끝냈습니다.

남	 누가 가장 많이 팔았나요?

여	 짐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남	 밥이 작년 말에 굉장히 잘 했던 것 같던데. 그는 얼마나 팔았나요?

여	

① 짐과 같은 수입니다.

② 그는 700개의 게임을 팔았습니다.  

③ 그가 작년에 아주 잘 했어요!

④ 그는 목록에 없습니다.  

Tips & Clue
salesperson 영업 사원 

list 목록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There’s a call for you at the front desk.
  M	 Thank you. I hope it’s my friend calling.
② W	 I’m sorry, but you’re in the wrong seat. 
 M	 You’re right. I read the ticket wrong. 
③ W	 Eating is not allowed in the concert hall.
	 M	 I didn’t know that. 
④ W	 The 7:30 show has been sold out.
	 M	 Is there another show later this evening?

Translation
① 여	 프론트 데스크에 당신을 찾는 전화가 와 있어요.

 남	 감사합니다. 제 친구의 전화이길 바래요.

② 여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잘못 앉으셨네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표를 잘못 봤네요.

③ 여	 공연장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	 몰랐어요.

④ 여	 7시 30분 공연은 매진되었습니다.

 남	 오늘 저녁에 공연이 더 있나요?

Tips & Clue 
front desk 프론트 데스크 

be sold out 매진되다

03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M	 We should meet next Thursday.
W	 Okay. Where?
M	 In front of the bus station.
W	 All right. What time?
M	 At a quarter to three at exit 8.
W	 I’ll be there. See you then.

Translation
남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여	 알겠어요. 어디서요?

남	 버스 정류장 앞에서요.

여	 알겠어요. 몇 시에요?

남	 8번 출구에서 3시 15분 전에요.

여	 거기로 갈게요. 그때 봐요.

Tips & Clue 
a quarter to three는 3시 15분 전이므로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은 2:45이다. 

04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W	 Can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
M	 Here you are. 
W	 You were speeding.
M	 I didn’t know. I’m sorry.
W	 I have to give you a ticket.
M	 Okay.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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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을까요?

남	 여기요.

여	 속도위반 하셨습니다.

남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여	 딱지를 떼야 겠네요.

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할게요.

Tips & Clue 
driver’s license 운전 면허증  

speeding (자동차의) 속도 위반 

ticket 교통 위반 카드, 딱지

05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basketball player in the 

world?
W	 I used to think it was Tim Duncan before the arrival of 

Lebron James.
M	 So you now think Lebron James is the best player these 

days?
W	 These days? I’m not quite sure. Getting on top is easy, but 

staying on top is not. Only time will tell.

Translation
남	 세계에서 누가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생각하니? 

여	 르브론 제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팀 던컨이라고 생각했었어.

남	 그럼 요즘은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하고 생각하니?

여	 요즘? 장담은 못하겠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만, 정상에 머무르

는 것은 어렵거든. 때가 되면 알 수 있겠지.

Tips & Clue
여자의 마지막 말 중 I’m not quite sure에서 답을 추론할 수 있다.

arrival 도착, 등장, 출현

Time will tell. 때가 되면 알 수 있다. 

06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Kim’s dental clinic. May I help you?
M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W	 Sure, let me check the schedule. Hmm... I can fit you in at 2 

p.m. on Wednesday.
M	 Can you make it a little earlier? My teeth are killing me.

Translation
여	 김 치과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의사 선생님과 진료 예약을 하고 싶어요.

여	 좋아요, 스케줄을 확인해 볼게요. 음... 수요일 오후 2시에 해 넣어드릴 

수 있어요.

남	 좀 더 일찍 잡아줄 수 있나요? 이가 아파 죽겠거든요.

Tips & Clue
치과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하는 내용이다.

dental clinic 치과 의원

fit in ~에 끼워넣다, [예정 따위를] ~에 맞추다

make it 제대로 수행하다, 성공하다 

~ killing me. ~때문에 괴롭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Tom, this is a great apartment.
M	 Thanks. There is a lot of space and I like the neighborhood.
W	 Are there any stores nearby?
M	 Yes, there is. It’s a short walk from here.
W	 Your apartment is new and very clean. 
M	 I know, but there is one problem. It’s really expensive.

Translation
여	 탐, 정말 좋은 아파트네.

남	 고마워. 실내가 넓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들어.

여	 근처에 가게가 있니?

남	 응, 있어.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어.

여	 아파트가 새 것이고 아주 깨끗하네.

남	 맞아, 그런데 한가지가 문제가 있어. 정말 비싸거든.

Tips & Clue
space 실내 공간 

neighborhood 주변, 이웃 

a short walk 걸어서 가까운 거리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o do you like better? Se-Ri Pak or Mi-Hyun Kim?
W	 It’s a tough one. Se-Ri has a better personal record, but I 

kind of like Mi-Hyun personally.
M	 Why is that? You are not being sympathetic to her, are you?
W	 I wouldn’t put it that way exactly. But it’s true that I’m 

hoping she will win some tournaments. 

Translation
남	 누가 더 좋니? 박세리 아니면 김미현?

여	 고르기 힘든데. 세리가 개인 성적은 더 좋지만, 개인적으로 미현이 좋아.

남	 왜 그런데? 그녀를 동정하는 것 아니야?

여	 꼭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그녀가 몇개 대회에서 우승했으면 하고 바라

는 것은 사실이야.

Tips & Clue
여자는 단순히 미현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

며, 그녀가 경기에서 이겼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 It’s a tough one은 I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라는 의미이다. 

personal record 개인 성적 

sympathetic 동정하는  

personally 개인적으로

tournament 토너먼트, 시합, 경기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is afternoon. Are you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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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in the office all afternoon?
W	 Yes, I’ll be in the office all day. I could take care of your 

calls for you while you’re gone.
M	 That’ll be great. Actually, I am expecting a call from an 

important customer.
M	 I’ll take a message for you.
M	 Thanks. 

Translation
남	 	제가 오늘 오후에 병원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오후 내내 사무실에 있을 

거에요?

여	 	네. 종일 사무실에 있을 거에요. 자리 비우시는 동안 전화 대신 받아 드

릴게요.

남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은 중요한 고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	 메시지를 받아 놓을게요.

남	 고마워요.

Tips & Clue
남자가 오후에 사무실을 비우게 되는데 중요한 전화가 오면 여자가 받아서 메시

지를 전해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둘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ke care of ~의 책임을 지다

expect ~을 기대하다, 기다리다

take a message 메시지를 받다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M	 Yes, I was trying to go to Olympic Park, but I think I am 

lost. 
W	 Well, you can take train No. 5 at this station.
M	 How often do the trains come around this time of the day?
W	 Usually, they come about every three minutes.
M	 Thanks for your help.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네, 올림픽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여	 그럼, 이 역에서 5호선 전철을 타세요.

남	 하루 중 이 시간대에 전철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여	 보통 3분에 한 대씩 와요.

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ips & Clue
I think I am lost로 보아 남자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의 운

행 시간은 부차적인 내용이다.

around this time of the day 하루 중 이 시간대에

every three minutes 3분마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ate my watch. It never keeps exact time.    
W	 Why don’t you buy a new one?     
M	 Unfortunately, I don’t have enough money for a new 

watch.     
W	 Then, how about getting it fixed?     
M	 I guess I should do that. Do you know of any good repair 

shop?    
W	 No, I don’t. Look it up in the yellow pages. 

Translation
남	 내 시계 정말 짜증나. 항상 시간이 틀려.	
여	 새 걸 하나 사지 그러니?     

남	 불행하게도, 시계를 새로 살 돈이 없어.     

여	 그렇다면, 고쳐서 쓰는 건 어때?    

남	 그래야 할 것 같아. 시계 수리 잘하는 데 아니?     

여	 아니, 몰라.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봐.

① 그는 새 시계를 살 돈이 없다.	
② 그는 새 것 사기를 원하지 않는다. 

③ 그는 자신의 시계가 없다.

④ 그는 전화번호부가 없다.

Tips & Clue
keep exact time 시간을 정확히 지키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repair shop 수리점 

look (something) up ~을 찾아보다 

yellow pages 전화 번호부 

1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about going swimming tomorrow?
	 W	 I’d love to do that.
②	 M	 Do you want to play a game of chess?
	 W	 Of course. I’m a bit tired now.
③ W	 Would you like to go skiing with me next weekend? 
	 M	 	I’ll get back to you on that. I need to check my schedule 

first.
④ W	 How about going hiking tomorrow?
	 M	 Certainly. Where are you going to go?

Translation
① M	내일 수영하러 가는 것 어때요?

	 W	좋아요.

② M	체스 한 판 두실래요?

	 W	물론이죠. 지금 약간 피곤해요.

③ W	다음 주말에 같이 스키 타러 갈래요? 

	 M	다시 연락 드릴게요. 스케줄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④ W	내일 하이킹 가는 것 어때요?

	 M	물론이죠. 어디로 가실 거에요?

Tips & Clue
②번은 체스를 두겠다고 동의를 하면서 이어서 피곤하다고 하므로 적절한 응답이 

아니다.

certainly 물론, 좋고 말고 

a bit 약간

I’ll get back to you. (당장 답을 못 주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1�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Dr. Nelson’s office.
M	 Yes.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Nelson, 

please.
W	 What’s the nature of your visit?
M	 Oh, I have this splitting headache.
W	 Is this your first visit?
M	 Yes, it is. 

Translation
여	 넬슨 선생님 병원입니다.

남	 네. 넬슨 선생님과 진료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	 방문하시는 이유는 뭐죠?

남	 아,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때문이에요.

여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남	 네, 그렇습니다.

Tips & Clue
nature of visit 방문의 목적 

splitting headache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

1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Is John home, please? 
W	 Yes, but he can’t come to the phone right now.
M	 Then, could you take a message, please?
W	 Certainly.
M	 My name is Sam Ford and my phone number is 573-6455. 

Could you please tell him to give me a call back after 8 
tonight? 

W	 Sure.
M	 Thanks. Bye.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존 집에 있나요?

여	 집에 있는데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남	 그럼 메시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남	 제 이름은 샘 포드이고, 전화번호는 573 - 6455에요. 오늘 저녁 8시 이

후에 저에게 전화하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여	 그럴게요.

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ips & Clue
come to the phone 전화를 받다[받으러 오다]

give someone a call back ~에게 회신전화를 하다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Could I speak to Billy, please?
W	 Billy? There’s no one here by that name. I’m afraid you 

have the wrong number.
M	

Translation
남	 빌리와 통화할 수 있나요?

여	 	빌리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남	

① 틀린 번호요? 당신이 틀린 것 같은데요.

② 빌리가 언제 집에 오나요?

③ 나중에 다시 전화하지요.

④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Tips & Clue
a person by that name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have (got) the wrong number 전화를 잘못 걸다

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Scientist and geologist have found diamonds more than 4 
billion years old. These diamonds are the oldest in the world. It 
is very difficult to set a price on these precious stones.

Translation
과학자와 지질학자들은 40억년 이상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였다. 이 다이아

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귀한 원석의 가격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Tips & Clue
geologist 지질학자 

billion 10억

set a price 값을 매기다 

precious 귀중한

stone (보석의) 원석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help an old lady by carrying her groceries to her house. 
She thanks you for what you have done for he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her?

Translation
당신은 할머니가 집으로 식료품을 운반하는 것을 돕는다. 그녀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감사한다.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① 만나서 반갑습니다.

② 제 즐거움인 걸요.

③ 자, 됐습니다.

④ 뭐라구요?

Tips & Clue
groceries (주로 복수) 식료품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한 일 

pleased 기쁜

(I) beg your pardon? 뭐라구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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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 study English, math, biology, and computer science every day.
I spend two hours on studying English, half an hour on math, 
one hour on biology, and three hours on computer science.

Translation
나는 매일 영어, 수학, 생물학,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다. 나는 영어 공부 2시

간, 수학 30분, 생물학 1시간 그리고 컴퓨터 공학 공부를 3시간 한다.

Tips & Clue
biology 생물학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

spend 시간 
on ~ing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다, 쓰다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I was too busy to have breakfast this morning. I have finally 
finished all the work now. It’s already 11:30. I only have half 
an hour to go. I’m getting hungry now. I’ll have something 
delicious. I hope the next 30 minutes passes quickly.

Translation
나는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아침을 먹지 못했다. 나는 지금 모든 일을 마

쳤다. 벌써 11시 30분이다. 30분만 지나면 된다. 지금 나는 배가 고파진다.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이다. 다음 30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Tips & Clue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이므로 30분 후에는 점심 시간이다.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Script
It is one of the two kinds of reptiles of the crocodile species. It 
lives in the waters and lowlands of southeastern United States. 
It looks like a lizard, but has a thicker body and tail than most 
lizards. Its jaws have many sharp teeth and its eyes are located 
above its head. It has a tough skin and can grow over 18 feet long.
Q What is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it’?
① snake 
② frog 
③ iguana
④ alligator 

Translation
이것은 크로커다일 종에 속하는 파충류의 두 부류 중 하나다. 미국 남동부의 

습지대나 저지대에 서식한다. 도마뱀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도마뱀보다는 

몸과 꼬리가 더 두껍다. 이것의 턱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눈은 머

리 위에 있다. 이것의 피부는 거칠고 18피트 이상 길게 자라는 것도 있다.

Q  ‘it’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뱀   ② 개구리   ③ 이구아나   ④ 악어 

Tips & Clue
reptile 파충류

lowland 저지대

lizard 도마뱀 

jaw 턱

alligator 악어

TEST 05 

Answer Key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②, ③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①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②

16 ② 17 ④ 18 ④ 19 ③ 20 ②

01	 문제유형	:	도표	해석	
Script
M	 Do you have the chart showing the funds raised for the 

charity contributions?
W	 Yes, sir.
M	 Which department raised the most amount of money last 

week?
W	 The Accounting Department, sir. 
M	 How did the Marketing Department do?
W	

Translation
남	 자선 기부를 위해 모금된 금액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	 네.

남	 지난 주에 가장 많은 돈을 모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여	 회계 부서입니다.

남	 마케팅 부서는 어땠나요?

여	

① 그들은 두번째로 많이 모았습니다.

②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③ 그들은 다음 달에 더 잘할 것입니다.

④ 그들은 유일하게 실적이 낮은 부서입니다.

Tips & Clue
fund 모금, 기금

raise (돈을) 모으다

charity 자선 

contribution 기부, 공헌

Accounting Department 회계 부서 

poorly 부족하게, 불충분하게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Could you come about an hour early to help me prepare 

food for the house warming party?
 W	 Sure, what are friends for? 
② W	 	Your check-out time is 9:00 a.m., but you can stay a 

little longer.
 M	 Thanks a lot.
③  M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it?
 W	 Do you accept credit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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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W	 What’s the amount of the check you want to cash?
 M	 It’s a traveler’s check for $100.

Translation
①  남	 한 시간쯤 일찍 와서 집들이 음식 준비 좀 도와줄래?

 여	 물론이지,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②  여	 	손님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9시이지만, 좀 더 계셔도 괜찮습니다.

 남	 고맙습니다.

③  남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여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④  여	 얼마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시려는 거죠?

 남	 100달러짜리 여행자 수표입니다.

Tips & Clue 
은행과 관련된 키워드로 check(수표), cash(현금으로 바꾸다), traveler’s 

check(여행자 수표)을 유의해서 들어야 한다. 

prepare 준비하다, 마련하다 

house warming party 집들이

What are friends for? 친구 좋다는 게 뭐니?

cash 현금으로 바꾸다

traveler’s check 여행자 수표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Sonya, your eyes look swollen. What happened?
W	 I broke up with Max last night and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night.
M	 Well, it’s understandable, but Max isn’t the kind of guy that 

deserves your heartache. Come on. You’ll find a nicer guy 
soon.

W	 Well, I was restless thinking how I was so stupid that I 
almost trusted the rest of my life to him.

M	 Oh, Sonya...

Translation
남	 소냐, 눈이 부었네. 무슨 일이니?

여	 어제 밤 맥스하고 헤어져서 밤새 뒤척였어.

남	 이해할 수 있지만, 맥스는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만큼 가치가 있는 남

자가 아니야. 힘 내. 조만간 더 나은 남자를 만날 거야.

여	 글쎄, 그 사람을 평생 믿고 살 뻔했던 것이 너무 바보같았다는 생각에 

진정할 수가 없었어.

남	 오, 소냐...

Tips & Clue 
밤새 뒤척였다는 표현으로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night을 사

용하고 있다.

swollen 부어오른 

toss and turn 뒤척거리다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는 

deserve ~할 만한 가치가 있다 

heartache 마음 아픔

restless 불안한, 안절부절 못하는 

04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es run at this time of the 

day?
W	 Every 20 minutes.
M	 When did the last bus leave this stop?
W	 About 10 minutes ago.

Translation
남	 하루 중 이 시간대에 버스가 얼마나 자주 운행되는지 아세요?

여	 20분마다 한 대씩 다녀요.

남	 마지막 버스는 언제 떠났나요?

여	 10분 전에요.

Tips & Clue
run 운행하다  

every 20 minutes 20분마다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are some customs in your country?
W	 We always bow to people we meet, and we never joke 

about a person’s name.
M	 That’s good. In our country, we never ask about people’s 

salaries. It’s rude.
W	 We usually aren’t late for meetings.

Translation
남	 당신 나라에는 어떤 관습들이 있나요?

여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람 이름을 가지고 

절대 놀리지 않아요.

남	  좋군요.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급여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아요. 무

례한 행동이에요.

여	 우리는 보통 모임 약속에 늦지 않아요.

Tips & Clue
custom 관습, 관례

bow 허리를 굽히다, 머리를 숙이다

joke about (something) ~에 대해 놀리다, 장난하다

salary 봉급, 급료  

rude 무례한, 버릇없는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	 On Saturday I’m meeting my friends at 2:00. And in the 

evening I’m going to watch a movie. I am not busy on 
Sunday.

M	 Maybe we can go out together on Sunday.
W	 Sounds great.

Translation
남	 이번 주말에 뭐 할거니?

여	 	토요일에는 2시에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영화를 볼 

거야. 일요일엔 한가해.

남	 일요일에 같이 외출할 수 있겠네.

여	 좋은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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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의미한다.

go out together 외출하다

07	 문제유형	: 장소	파악
Script
M	 Is there any cake? I am so hungry.
W	 No, we don’t have any. Sorry.
M	 Well, are there any apples?
W	 Yes, there’s some on the dining table. Help yourself.

Translation
남	 케이크 좀 있니? 배가 너무 고프네.

여	 아니, 없어. 미안해.

남	 그럼 사과는 있어?

여	 응, 식탁에 있어. 마음대로 먹어.

① 식료품 가게      ② 간이 식당      ③ 여자의 집      ④ 편의점

Tips & Clue
식탁에 있는 사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cafeteria는 답이 아니다.

convenience store 편의점

dining table 식탁 

Help yourself. (음식 등을) 마음대로 먹어.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You are limping! What happened to your ankle?
M	 Well, my best friend and I went skiing over the weekend.
W	 Please don’t tell me you were trying to show off again.
M	 I wanted to do something exciting, so I took the most 

difficult slope. As I was coming down the slope, I hit a 
bump and fell. Then I slid 500 meters before I could stop.

Translation
여	 절뚝거리잖아? 발목이 어떻게 된 거니?

남	 음, 친한 친구와 지난 주말에 스키타러 갔었어.

여	 또 실력 과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 제발.

남	 	좀 신나는 걸 시도하느라고 가장 상급자 슬로프를 탔지. 슬로프를 내려

오다가 튀어나온 곳에 부딪혀서 넘어졌어. 500미터나 미끄러져 내려온 

후 멈췄다니까. 

Tips & Clue
limp 절뚝거리다

ankle 발목 

show off 과시하다, 잘난체하다

slope 경사면 

bump (도로 따위의) 융기, 장애물 

slid slide의 과거, 과거분사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m here to return this blouse I bought yesterday.
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	 I discovered that the color on the blouse has faded. 
M	 Oh, I see what you mean.
W	 I would like a full refund.
M	 I understand. Do you have a receipt?

Translation
여	 어제 산 이 블라우스를 반품하려고 왔습니다.

남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	 블라우스 색이 바랜 걸 발견했어요. 

남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계세요?

Tips & Clue
return 반납하다 

fade (색이) 바래다 

full refund 전액 환불

receipt 영수증 

1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What is the meaning of this? When we were hiring you, 

you said you had 5 years of experience. Now we know that 
this is your very first job.

M	 Well, in your ad you said you wanted someone very creative.
W	 Are you trying to be funny with me, young man?
M	 Is that another trick question? Do you want me to be 

creative again with my answer, madam?

Translation
여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을 고용할 때 당신은 5년 경력이 있다고 말했죠. 

이제 보니까 이게 당신의 첫 직업이군요.

남	 취업 광고란에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을 원한다고 적혀 있던데요.

여	 나하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젊은이?

남	 이것도 함정이 있는 질문인가요? 이번에도 창의적인 대답을 원하세요?

Tips & Clue
남자는 회사에서 바라는 창의적인 사람(someone very creative)을 경력을 속

이는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므로 답은 ①이다.

be[get] funny with ~에게 불손하게 굴다

trick 속임수, 장난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ings that are most important 

in your life?
M	 Not really. What about you? 
W	 Yes.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important in life.
M	 Can you give me some examples?
W	 Yes. Friendship, peace, family, and love. But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friendship.

Translation
여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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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별로. 너는 어때?

여	 해 봤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

남	 예를 들 수 있겠니?

여	 응. 우정, 평화, 가족, 사랑. 하지만 우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① 사랑								② 건강								③ 우정								④ 가족

Tips & Clue 
friendship 우정

peace 평화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s going on? You don’t look so hot.
W	 I have a stomachache. I think it’s something I ate for lunch.
M	 Really? But we ate at the same place. How come I am OK?
W	 You have an iron stomach! My stomach isn’t as strong.
M	 So, what should we do now?
W	 I’ve got to find a restroom real quick. I think I’m going to 

throw up!

Translation
남	 무슨 일이니?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네.

여	 배가 아파서 그래. 점심에 음식을 잘못 먹었나 봐.

남	 정말? 그런데 우리 같은 곳에서 먹었잖아. 어째서 나는 괜찮지?

여	 넌 위가 튼튼하잖아! 난 안 그렇거든.

남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여	 빨리 화장실을 찾아야 해. 토할 것 같아!

Tips & Clue 
같은 장소에서 먹은 남자와는 달리 위가 튼튼하지 않은 것(My stomach isn’t 

as strong.)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stomachache 복통

iron (쇠처럼) 강한, 단단한 

throw up 토하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ow was I born?
M	 Well, honey... the stork brought you to us.
W	 Oh, and how did you and mommy get here?
M	 Well, the stork brought us here, too!
W	 Well, how were grandpa and grandma born?
M	 Well, darling. The stork brought them, too!
W	 That’s not good! This report will be very difficult to write 

because there hasn’t been a natural childbirth in my family 
for three generations.

Translation
여	 제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남	 글쎄다, 얘야... 황새가 널 싣고 왔단다.

여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	 음, 우리도 황새가 여기로 싣고 왔지!

여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	 그게 말이다, 얘야. 그 분들도 황새가 싣고 왔단다.

여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엔 3대째 자연 출산이 없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아주 힘들겠어요.

Tips & Clue 
문맥상 아버지가 딸을 거짓말로 놀리고 있으므로 답은 ④이다.

stork 황새 

childbirth 출산, 분만

generation 세대 

14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Hi, Helen. Are you still working? It’s time for lunch.
W	 I know, but I haven’t finished these letters yet. They’re 

important. My boss wants them by this afternoon.
M	 How much have you done?
W	 Almost all of them. There are only two left.
M	 Well, do them after lunch.
W	 No, I want to finish them now.

Translation
남	 안녕, 헬렌. 아직 일하고 있니? 점심 먹을 시간이야.

여	 알아, 그런데 아직 이 편지들을 다 끝내지 못했어. 중요한 편지들이거든. 

사장님이 오늘 오후까지 달라고 하셨어.

남	 얼마나 했는데?

여	 거의 다 했어. 2장만 남았어.

남	 그럼, 점심 먹고 해.

여	 안 돼, 지금 끝내고 싶어.

① 그녀는 점심을 먹으러 간다. ② 그녀는 사무실을 떠난다.

③ 그녀는 남자와 함께 일한다. ④ 그녀는 계속 편지를 쓴다.

Tips & Clue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계속 편지를 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까지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Excuse me. Is the next stop City Hall Station?
M	 Yes, it is.
W	 Can I transfer to subway line number 2 from there?
M	 	    

Translation
여	 실례지만, 다음 정류장이 시청역입니까?

남	 네, 맞아요.

여	 거기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남	

① 아뇨, 당신에게 말해 주고 싶지 않아요. 

②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③ 그만 하세요.

④ 네, 알아요.	  

Tips & Clue
stop 정류장

transfer to ~로 갈아타다, 환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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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ow’s business?
W	 Real slow. Sometimes I feel that it was a mistake to start 

my own business.
M	 Oh, come on. It’ll get better. You’ve only been in business 

for five months.
W	 True, but it just doesn’t seem to be getting any better.
M	 Just try to be a little more patient.	

Translation
남	 사업은 잘 되니?

여	 별로. 가끔 내 사업을 시작한 게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

남	 무슨 소리야. 나아질 거야. 이제 겨우 다섯 달밖에 안 됐잖아.

여	 그렇긴 하지만,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질 않아.

남	 좀 더 인내심을 가져봐.	
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구.

②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③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④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Tips & Clue
start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  

be in business 사업에 종사하다 

patient 인내심 있는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call your mother at home and tell her that you may be late 
for dinner. But your mother tells you that she is expecting an 
important guest for dinner and wants you to be there to meet the 
perso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your mother?

Translation
당신은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 식사에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녁 식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 

들어와 그 분께 인사 드리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머니에게 어떻

게 말할 것인가?

①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마세요.

② 제가 전화했다고 그에게 말하세요.

③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④ 어떻게든 수를 내 볼게요.

Tips & Clue
expect 기다리다, 기대하다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렸다. 

1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It can perform complex procedures quickly and reliably. It 
can quickly store and retrieve a large amount of data. Many 
children use it to play games. Today, it is widely used in almost 
all areas.

Translation
이것은 복잡한 계산을 빠르고 믿음직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속하게 방

대한 양의 자료를 저장하고 복구할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위

해 이것을 사용한다. 오늘날 이것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Tips & Clue
perform 수행하다 

complex 복잡한 

procedure 절차, 진행  

reliably 믿을 수 있게 

retrieve 복구하다

widely 널리, 넓은 지역에

19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I had just started teaching at a high school. One morning, my 
alarm didn’t go off – I had forgotten to set it. I woke up at 8:00, 
and school started at 8:30. I only had fifteen minutes to finish 
my morning routine. I quickly washed, shaved, dressed, jumped 
in my car, and took off to school. 

Translation
나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자명종 시계가 

울리지 않았다. 시계를 맞추어 두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8시에 일어났는데, 

수업은 8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아침 일과를 끝낼 시간이 15분 밖에 없었다. 

나는 재빨리 씻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입고, 차에 올라타서, 학교로 출발했다.

Tips & Clue
alarm 경보, 자명종 

go off (자명종이) 울리다 

routine 일과 

shave 면도하다

jump in ~에 뛰어들다, 즉각 행동하다 

take off 출발하다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수학	
Script
If the railroad between Seoul and Busan is 437 km long, and 
the railroad between Daejeon and Busan 262 km long, then 
what’s the distance between Seoul and Daejeon?

Translation
서울과 부산사이 철도의 길이가 437 km이고, 대전과 부산사이 철도의 길이

가 262 km일 때, 서울과 대전사이 철도의 길이는 몇 km인가?

Tips & Clue 
437- 262 = 175(km)

railroad 철도 (선로)

distance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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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6 
Answer Key

01 ② 02 ① 03 ③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① 09 ③ 10 ④

11 ④ 12 ① 13 ① 14 ③ 15 ②

16 ④ 17 ② 18 ③ 19 ③ 20 ④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Could you give me directions to the post office?
W	 Sure. Go down three blocks and turn right. Then go one 

block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M	 Right and then left?
W	 Right!
M	 Right and then right?
W	 No, no, right and then left!

Translation
남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세 블럭 내려가서 우측으로 도세요. 그리고 한 블럭을 간 다

음 왼쪽으로 돌면 왼쪽에 있습니다.

남	 우측 그리고 좌측으로요?

여	 맞아요!

남	 우측 그리고 우측으로요?

여	 아뇨, 아뇨, 우측 그리고 좌측이요!

Tips & Clue
direction 방향

give someone directions to ~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다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Excuse me, could you catch it for me?
 W	 Sure. I got it.
②  W	 There’s a long line.
 M	 Yeah. I think I’ll come back later.
③  W	 Your neighbor talks a lot.
 M	 Yes. It’s hard to get away from him.
④  W	 Have you seen my purse?
 M	 No. Where did you leave it last?

Translation
① 남	 실례합니다만, 저것 좀 잡아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잡았어요.

② 여	 줄이 길다.

	 남	 그래. 나중에 다시 와야겠어.

③ 여	 당신의 이웃은 말이 많아요.

	 남	 네. 그에게서 벗어나기 어렵죠.

④ 여	 제 지갑을 보셨습니까?

	 남	 아니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두셨습니까?

Tips & Clue 
그림을 보면 축구공이 여자 앞으로 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인 

catch를 들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catch 붙잡다; 이해하다

get away from ~에서 달아나다, 떨어지다 

purse 지갑, 핸드백 

last 마지막으로, 최근에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Sally, did you know that the Earth’s closest neighbor in 

space is the Moon?
W	 Yes, I knew that.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Moon?
M	 Yes. There is no wind, no air, and no water on the Moon. 

The sky is always black.
W	 Wow. Then, we can see the stars all day and night.

Translation
남	 샐리, 우주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알았어?

여	 응, 알고 있었어. 달에 대해 더 이야기 해줄 수 있니?

남	 그럼. 달에는 바람도 공기도 물도 없어. 하늘은 항상 검정색이고.

여	 와. 그럼 밤낮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겠네.

Tips & Clue
day and night 밤낮으로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i, Brian. Come on in.
M	 Uh, yeah, I just stopped by to see if you’re still looking for 

a roommate to share your house.
W	 Yeap, I sure am. Ever since I cut down on my hours at work 

to go to school, I’ve been really strapped for cash.
M	 That’s great! My cousin has been looking for a roommate 

for quite a while.

Translation
여	 안녕, 브라이언. 들어와.

남	 그래. 네가 아직도 집을 같이 쓸 룸메이트를 구하나 알아보려고 들렀어.

여	 응, 물론이지. 학교에 가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후로 돈이 정말 많이 

궁하거든.

남	 잘 됐다! 내 사촌이 꽤 오랫동안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었거든.

① 남자는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

② 남자는 여자가 그의 사촌과 집을 공유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③ 여자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④ 여자는 돈이 너무나 많은데도 여전히 한 푼이라도 아끼려한다.

Tips & Clue 
남자는 여자가 여전히 룸메이트를 구하는지 물어본 후, 룸메이트를 구하는 사촌 

이야기를 하고 있다.

cut down on ~을 줄이다 

be strapped for cash 돈이 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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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Could I speak to John Sanders, please?
M	 Speaking.
W	 Hello, Mr. Sanders. This is Mary Kim. I am calling because 

I am going to have to cancel our meeting next week.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M	 No problem, Mary. Have a good trip.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존 샌더스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접니다.

여	 	안녕하세요, 샌더스 씨. 저는 메리 김입니다. 다음 주 회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려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남	 괜찮아요, 메리. 좋은 여행 되세요.

Tips & Clue
go on a business trip 출장가다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Good afternoon, Becky Beauty. How can I help you?
M	 Can you please tell me when your shop opens?
W	 Yes. We open at 7 o’clock everyday, except on Thursdays. 

We open at 8:00 on Thursdays.
M	 Okay. And when do you close?
W	 We close at 9:00 everyday except Sundays. We close at 3:00 

on Sundays.
M	 Thank you very much.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베키 뷰티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가게를 몇 시에 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	 네. 저희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7시에 엽니다. 목요일에는 8시에 열

구요.

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문을 닫나요?

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에 닫습니다. 일요일에는 3시에 닫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Tips & Clue 
‘매주 ~요일 마다’라고 표현할 때는 복수를 사용한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Okay, Mrs. Dole. Let’s begin your road test.
W	 OK, I’m ready. I’ve been practicing hard all week.
M	 All right. As I’m sure you’re aware, you’ll not only be 

tested on your knowledge of the traffic laws, but also your 
behavior towards other motorists.

W	 Yes, I am aware of that. Shall I start the car now?

Translation
남	 좋습니다, 돌 여사님, 도로 주행 시험을 시작하지요.

여	 네, 준비됐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남	 좋아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도로 법규에 대한 지식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행동도 심사합니다.

여	 네, 알고 있어요. 이제 시동을 걸까요?

① 여자는 남자로부터 운전 교습을 받고 있다.

② 여자는 주말 동안 운전 연습을 해왔다.

③ 남자는 그녀의 운전 매너와 함께 규칙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길 원한다.

④ 남자는 그녀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테스트하는 심리학자이다.

Tips & Clue 
남자는 여자에게 도로 법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 대한 행동도 

심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road test 도로 주행 시험

be aware of ~를 알다, 알아 차리다  

traffic law 교통 법규 

behavior 행동 

motorist 운전자 

psychologist 심리학자

mental problem 정신적 문제 

0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May I see the manager?
M	 I’m the manager. How may I help you?
W	 I’d like to apply for job.
M	 Do you know how to use a cash register?
W	 Yes, I do. I was a cashier for my family’s store.
M	 Well, why don’t you fill out an application and come back 

on Friday at 4:30 p.m.?

Translation
여	 매니저를 뵐 수 있을까요?

남	 접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남	 금전 등록기를 사용할 줄 아세요?

여	 네, 압니다. 저희 집 가게에서 계산대 일을 했었어요.

남	 그럼 지원서를 작성하시구요, 금요일 4시 반까지 오시겠어요?

Tips & Clue 
지원서를 작성해 가져오라는 남자의 말에서 여자는 고용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cash register 금전 등록기 

cashier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 

fill out 기입하다 

application 지원서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s going on? When you turn on the faucet, it only 

drips.
W	 Well, it’s been doing it for two days in a row. I guess the 

pipes are frozen up again.
M	 Really?
W	 Yeah. Yesterday the water was completely shut off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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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I couldn’t take a shower nor could I wash the 
dishes.

M	 Well, I’m wondering why the manager isn’t on top of this!

Translation
남	 뭐가 문제지?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똑똑 떨어지기만 하네.

여	 글쎄, 이틀 연속으로 그러네. 파이프가 또 얼었나 봐.

남	 정말?

여	 응. 어제는 예고도 없이 물이 완전히 끊어지더라고. 샤워를 못하고 설거

지도 못했어.

남	 관리인이 왜 이걸 고치지 않고 있는지 이상하네!

Tips & Clue 
be on top of~는 ‘~를 처리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은 관리인이 

그 문제를 처리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turn on ~를 켜다, 틀다

drip 똑똑 떨어지다

faucet 수도꼭지 

frozen (up) 언, 냉동한 

shut off [가스 따위를] 잠그다[끄다]

warning 경고, 예고

be on top of ~를 처리하다 

10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oliday Hotel, may I help you?
M	 Yes, please. I’d like to reserve a room for tonight.
W	 How many will be staying?
M	 Just my wife and myself. How much is the room per night?
W	 That’s $90 a night including breakfast.

Translation
여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네. 오늘 밤에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

여	 몇 분이나 계실건가요?

남	 제 아내와 저뿐입니다. 일박에 얼마인가요?

여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1박에 90달러입니다.

Tips & Clue 
I’d like to reserve a room에서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알 수 있다.

reserve a room 방을 약하다

including ~를 포함해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Can I have some service? I’ve been sitting here and waiting 

for fifteen minutes!
M	 I am very sorry, madam. Have you decided what to order?
W	 Yes, I have. I would like a 12-oz T-born steak and a glass of 

house wine.
M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madam? Well-done, medium, 

or rare?
W	 Medium, please.
M	 Alright. How about the wine, madam? Red or white?

W	 Red, please.

Translation
여	 주문 좀 받아 주실래요? 여기 앉아서 15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엇을 주문하실지 결정하셨나요?

여	 네, 했어요. 12온스 티본 스테이크와 하우스 와인 한 잔 주세요.

남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웰던, 미디엄, 또는 레어 중에요?

여	 미디엄으로 주세요.

남	 좋습니다. 와인은요? 적포도주 아니면 백포도주?

여	 적포도주로 주세요.

① 여자는 식당 종업원이다.   ② 남자는 손님이다.

③ 남자는 포도주를 좋아한다.   ④ 이들은 식당에 있다.

Tips & Clue
주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웨이터이며, 음식을 주문하는 여

자가 손님임을 알 수 있다.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well-done 바싹 익힌

medium 중간 정도로 익힌

rare 덜 익힌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s the matter, Dario? You don’t look happy.
M	 I’m not. I’m worried about my English.
W	 What’s the problem?
M	 I’m just not practicing enough.
W	 You should go out more and meet new friends.
M	 Where should I go?
W	 Maybe you should join the English language club. You 

might be able to make some American friends there.
M	 That’s a good idea. I should join one as soon as possible.

Translation
여	 무슨 일이야, 다리오? 즐거워 보이지 않네.

남	 안 즐거워. 내 영어 때문에 걱정이 돼.

여	 뭐가 문제야?

남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지 않거든.

여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

남	 어디로 가야 하는데?

여	 영어 랭귀지 클럽에 가입해. 거기서 미국 친구들을 좀 사귈 수 있을 거야.

남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해야겠어.

① 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기 ②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③ 재미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기 ④ 미국인들과 일하기

Tips & Clue
practice 실행하다, 연습하다

join ~에 가입하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can I take you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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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Yes, I would like a large pepperoni pizza for delivery. 
W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M	 Yes. Can I have extra cheese on that pizza?
W	 Would you care for any drinks with your order?
M	 No thanks. That will be all.
W	 May I have your name and telephone number, please?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주문 받아드릴까요?

남	 네, 페퍼로니 피자 큰 사이즈로 배달해주세요.

여	 다른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까?

남	 네. 추가로 치즈를 더 얹어 주시겠어요?

여	 음료수도 같이 시키시겠습니까?

남	 아니오. 그게 다에요.

여	 성함과 전화번호를 주시겠습니까?

Tips & Clue
for delivery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직접 가지러 갈 경우에는 for pick up이라

고 한다. 

for delivery 배달용으로 

extra 추가의 

care for ~을 좋아하다, 바라다

That will be all. 그게 다에요.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Please open your math book to page four. Chris, where is 

your math book?
M	 I’m not sure where I put it. I can’t find my math book.
W	 Did you look under your desk?
M	 I looked everywhere.
W	 	

Translation
여	 수학책 4페이지를 펴세요. 크리스, 네 수학책은 어디 있니?

남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책을 못 찾겠어요.

여	 책상 밑을 봤니?

남	 다 찾아 봤어요.

여	    

① 내가 찾는 걸 도와주겠니?

② 수학 숙제를 했니?

③ 친구와 책을 같이 보지 그러니?

④ 누가 7에 4를 더할 수 있니?

Tips & Clue
everywhere 모든[온갖] 곳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I really envy you sometimes, Sam.
M	 You envy me? Why?
W	 Well, you have a great job, and you always get to go on 

business trips and do exciting things.

M	 Really? Sometimes I envy you, because you’re a housewife 
and can spend more time at home.

W	 I suppose it is true that	

Translation
여	 난 가끔 네가 정말 부러워, 샘.

남	 내가 부럽다고? 왜?

여	 멋진 직장이 있고, 항상 출장을 다니면서 신나는 일들을 하잖니.

남	 그래? 난 가끔 네가 부러운데, 왜냐하면 넌 주부니까 집에서 더 많은 시

간을 보낼 수 있잖아.

여	           (라)는 말이 사실인가 봐.

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② 남의 떡이 커 보인다

③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④ 엎친 데 덮친 격이다

Tips & Clue 
서로 상대방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②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적절하다.

envy 부러워하다

go on business trip 출장가다 

pot 냄비, 단지 

kettle 솥, 주전자 

company 친구, 동료 

insult 모욕, 모독 

injury 부상 

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e have to wash our hands many times a day. We need to 
think about what we touch with our hands all day. We come in 
contact with germs by touching things. The germs on our hands 
can enter our mouth. Washing your hands will stop germs from 
entering your body.

Translation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손을 씻어야 한다. 우리가 하루 종일 손으로 무엇을 

만지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물건을 만지면서 세균과 접촉한다. 손

에 묻은 세균들은 우리의 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손을 씻음으로써 세균

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Tips & Clue
손을 자주 씻으면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게 되다   

germ 세균 

stop ... from ~ing ...가 ~하는 것을 막다 

17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This program offers you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daily life in a traditional farming community. People will 
work together to build a much-needed school and library 
in the agricultural village. Volunteers will live in homes of 
villagers, work hand-in-hand with local people and experienced 
construction workers to build the new school and library. Your 
help is needed in everything from mixing cement to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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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and digging trenches. No special skills are necessary, 
but you must be in good physical health.

Translation
이 프로그램은 전통 농가에서의 일과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

합니다. 사람들은 농촌에 절실히 필요한 학교와 도서관을 설립하는 일을 함

께 할 것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마을 주민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학교와 도

서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숙련된 건설 기술자들과 함

께 협력해 일할 것입니다. 시멘트를 섞는 일부터 벽돌을 나르고 도랑을 파는 

일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Tips & Clue
rare 드문, 진귀한 

daily life 일상 생활 

much-needed 절실한 

agricultural 농업의

volunteer 자원 봉사자 

hand-in-hand 친밀한, 협력하는

experienced 숙련된

mix 섞다 

brick 벽돌

dig 파다

trench 도랑 

in good physical health 신체적으로 건강한 

18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Seeds aren’t the only part of plants that we like to eat. We eat 
roots, like radishes, onions, and carrots. We eat stems, like 
celery. We eat leaves, like lettuce and cabbage. We even eat 
certain flowers sometimes. For instance, when we eat broccoli, 
we are actually  

Translation
식물의 일부 중에서 씨만 즐겨 먹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 양파, 당근과 

같은 뿌리를 먹는다. 셀러리 같은 줄기도 먹는다. 상추나 양배추와 같은 잎

사귀를 먹는다. 때로는 특정한 꽃도 먹는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먹을 때, 

사실상                  

① 우리는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먹고 있는 것이다. 

② 우리는 먹으면 안되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이다. 

③ 우리는 브로콜리의 꽃을 먹고 있는 것이다.

④ 우리는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는 것이다.

Tips & Clue
식물의 일부분 중 꽃을 먹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seed 씨, 종자 

root 뿌리

radish 무 

stem 줄기 

celery (식물) 셀러리 

lettuce 상추, 양상추 

cabbage 양배추 

1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I’m always at my office by 8:00 as I often have appointments 

scheduled for 8:00. I give people legal advice and sometimes 
represent them in court. I’m considered to be an expert on our 
country’s laws and the legal system.

Translation
나는 종종 8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한다. 나

는 사람들에게 법과 관련된 조언을 하고, 가끔 법정에서 그들을 대변한다. 

사람들은 나를 우리나라의 법과 법률 제도에 관한 전문가로 생각한다.

① 상담가	 ② 사업가    

③ 변호사	 ④ 기계공		

Tips & Clue
legal advice 법률적 조언

represent 대신하다, 변호하다 

court 법정 

expert 전문가

legal system 법률 제도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일치
Script
Is it hot or cold, cool, or warm? The temperature goes up 
and down when the sun comes up. It warms the air and the 
temperature rises. As the sun goes down, the air gets cooler and 

Q  Which is the best in the blank?
① it’s cool.
② we feel cold.
③ it rains sometimes.
④ the temperature goes down.

Translation
날씨가 덥거나 추운가, 서늘하거나 따뜻한가? 기온은 올라가고 내려간다. 

해가 뜨면 대기를 따뜻하게 하여 기온이 올라간다. 해가 지면 대기는 시원해

지고 

Q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시원하다.

② 우리는 추위를 느낀다.

③ 때때로 비가 온다.

④ 기온은 내려간다

Tips & Clue
temperature 온도, 기온  

go up and down 오르락 내리락 하다 

warm 따뜻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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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7 
Answer Key

01 ②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① 15 ③

16 ③ 17 ① 18 ④ 19 ① 20 ③

01	 문제유형	:	도표	해석
Script
W	 Do you have the monthly soda sales graph?
M	 Yes, Ms. Lester. 
W	 Which soda was most popular? 
M	 Coke, madam. 
W	 And which one was the second from the bottom? 
M	

Translation
여	 월간 음료수 판매 그래프 갖고 계세요?

남	 네, 레스터 양.

여	 어떤 음료수가 가장 많이 팔렸죠?

남	 콜라입니다. 

여	 그리고 어떤 음료수가 두번째로 적게 팔렸나요?

남	

Tips & Clue 
monthly 한 달의, 매달의 

second from the bottom 바닥[꼴찌]에서 두 번째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much are the pencil compasses?
	 W	 These are one thousand won each. 
② W	 Can you break the set?
	 M	 Sure, five hundred won each.
③ M	 Did you want these?
	 W	 I’d like a larger one. 
④ W	 How does the camera work?
	 M	 	It has auto focus. The only thing you need to do is to 

press the shutter button. 

Translation
① 남	 제도용 컴퍼스는 얼마입니까?

	 여	 1개에 1000원입니다.

② 여	 낱개로도 팝니까?

	 남	 물론이죠, 1개에 500원입니다.

③ 남	 이게 필요하셨나요?

	 여	 더 큰 사이즈로 주세요.

④ 여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남	 자동 초점 장치가 있어서 셔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Tips & Clue 
한 손에 연필 세트, 다른 한 손에는 연필 한 자루를 쥐고 있는 여자 아이의 모습을 

보고, (pencil) set를 키워드로 연결지을 수 있다. ① pencil compass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pencil compass 제도용(用) 컴퍼스 

break 나누다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Robbie, what are you doing?
M	 Ah, nothing. I’m just looking up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	 Like what? Are you looking for assignment materials?
M	 No, not really. Actually I missed some of my favorite live 

TV shows. I’m trying to watch the replay of what I missed 
using the VOD services on the Internet.

Translation
여	 로비, 뭐 하고 있니?

남	 별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정보 좀 찾고 있어.

여	 어떤 거? 과제 자료를 찾고 있니?

남	 아니, 그렇지는 않아. 사실 내가 좋아하는 라이브 TV쇼를 몇개 놓쳤거든. 

그래서 인터넷의 VOD 서비스를 이용해서 놓친 것들을 다시 보려고.

Tips & Clue 
남자는 인터넷 VOD 서비스를 이용해 놓친 방송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ssignment 과제 

material 소재, 자료

replay 재생, 재경기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ello, Miss Bowie. How’s your apartment working out for 

you?
W	 Well, Mr. O’Neil. Would you mind talking to the tenant in 

501 and asking him to keep his music down after 10 p.m.?
M	 That’s strange. He’s lived there for more than a year and no 

one has ever complained about any noises before.
W	 Well, my doctor told me to get enough sleep at night, but I’m 

not getting much since I moved in here.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보위 양. 아파트가 마음에 드시나요?

여	 글쎄요, 오닐 씨. 501호 주민분께 저녁 10시 이후에는 음악소리를 좀 줄

여달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남	 이상하군요. 그 사람은 여기서 일 년 이상 살았는데, 아무도 소음에 대

해서 불평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	 의사가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사 온 후로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Tips & Clue 
남자는 501호 주민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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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주민, 거주자 

keep down (음악 소리 등을) 줄이다, 낮추다 

complain 불평하다 

05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May I speak to Dr. Watson please? 
	 M	 He’s not here right now.
② W	 Do you know where the hospital is?
	 M	 It’s right next to the department store.
③ W	 Do you know what time the game starts?
	 M	 It’s 3 o’clock right now.
④ W	 Can I park around here?
	 M	 No, you can’t. There are no spaces in the parking lot.

Translation
① 여	 왓슨 박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지금 여기 안계세요.

② 여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남	 백화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③ 여	 경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남	 지금은 3시입니다.

④ 여	 이 부근에 주차할 수 있나요?

 남	 아니오. 주차장에 공간이 없습니다.

Tips & Clue 
③에서는 경기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현재 시간을 답하고 있다.

parking lot 주차장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t’s like an oven in here! Aren’t you hot?
W	 Actually, it’s pretty comfortable. 
M	 You’ve got to be kidding. It has to be over 30 degrees in 

here! Let’s open the windows and get some fresh air in 
here.

W	 Be my guest.

Translation
남	 여기 꼭 오븐 같다! 너는 안 덥니?

여	 사실 난 아주 편한데.

남	 농담하는 거겠지. 이 안은 30도가 넘을거야! 창문을 열고 환기 좀 시키자.

여	 좋도록 해.

Tips & Clue 
남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기를 원한다.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로 Be my 

guest라는 표현이 쓰였다.

comfortable 편안한, 쾌적한 

07	 문제유형	:	장소	파악
Script
W	 I’m here to see Mr. Han.

M	 I’m sorry, but he’s out of the office at the moment.
W	 Do you have any idea when he’ll be back?
M	 He has a business meeting all day. He will be back later this 

afternoon.
W	 Could you tell him I was here to see him, please?
M	 Certainly. What’s your name and phone number? 

Translation
여	 한 선생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남	 죄송하지만, 지금 회사에 안 계시는데요.

여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세요?

남	 오늘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늦게 돌아오실 거에요.

여	 제가 만나러 왔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성함과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① 식당   ② 집   ③ 사무실   ④ 주차장 

Tips & Clue 
여자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외출 중이어서 남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전달을 

부탁하고 있다. 대화 장소를 사무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at the moment (지금) 당장은, 우선은 

business meeting 회의 

08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Good morning. Ewha Department Store. 
M	 Hello. Does your store sell winter coats?
W	 Yes. We have a variety of styles and colors. 
M	 What’s the price range? 
W	 Actually, we’re having a sale starting tomorrow. You can 

visit our store tomorrow and look at the coats. 
M	 Tomorrow? That’s great.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이화 백화점입니다.

남	 여보세요. 백화점에서 겨울 코트 파나요?

여	 네. 저희는 다양한 스타일과 색깔을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남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	 사실 내일부터 할인 행사를 합니다. 내일 매장을 방문하셔서 코트를 둘

러보세요.

남	 내일이요? 잘 됐네요.

① 백화점에 전화할 것이다. 

② 다른 색깔의 코트를 찾을 것이다.

③ 쇼핑하러 갈 것이다. 

④ 그의 옛날 코트를 찾을 것이다.

Tips & Clue
a variety of ~ 다양한 ~

price range 가격대, 가격폭 

09	 문제유형	:	시간	파악
Script
W	 Bob! You’re still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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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Yes. I’ve been waiting here for the last 20 minutes.
W	 When was your flight supposed to leave?
M	 The flight was scheduled at 3:25, but it has been canceled.
W	 Well, the monitor says that the next flight is at 4:15.
M	 I guess an hour isn’t a long time to wait. But I hope that 

flight doesn’t get canceled too.

Translation
여	 밥! 너 아직도 여기 있니?

남	 응. 여기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여	 비행기가 언제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남	 3시 25분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취소됐어.

여	 모니터에는 다음 비행기가 4시 15분에 있던데.

남	 한 시간이면 기다리기 길지 않네. 그런데 비행편이 다시 취소되지 않았

으면 좋겠다.

Tips & Clue 
원래 남자가 비행기를 탈 시각 3:25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ancel 취소하다 

1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I got the job!
M	 That’s great! How much will you make?
W	 They pay $30 a day for the beginner and $50 for the skilled 

worker.
M	 When do you get paid?
W	 Every Friday.
M	 Let’s go celebrate!

Translation
여	 나 일자리를 구했어!

남	 그거 잘 됐네! 얼마나 버는데?

여	 초보자에게는 일당 30달러를 주고, 숙련자에게는 50달러를 준대.

남	 급여는 언제 받아?

여	 매주 금요일.

남	 축하하러 가자!

Tips & Clue 
숙련자는 일당으로 50달러를 받는다는 여자의 말에서 급여가 인상될 수도 있다

는 기대를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beginner 초보자 

skilled 숙련된, 노련한  

celebrate 축하하다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think you’ll be a good manager. You have a lot of experience.
W	 I think I can handle any job in the restaurant.
M	 But you know, Liz, a manager works long hours.
W	 I know I can do it.
M	 I’ll recommend you for the job.
W	 Do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for an interview?

M	 Yes, I’ll give you the phone number. Ask for Mr. Richardson.

Translation
남	 나는 네가 훌륭한 지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경험이 많잖아.

여	 나는 식당 일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

남	 하지만 리즈, 알겠지만 지배인은 긴 시간을 일해.

여	 나는 할 수 있어.

남	 그 일에 너를 추천해 줄게.

여	 인터뷰 약속을 잡아야 할까?

남	 응, 너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줄게. 리처드슨 씨를 찾아.

Tips & Clue 
handle 처리하다, 다루다

recommend 추천하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Did you forget to check the gas?
M	 Oh, I’m low on gas. I’ve got to fill up the tank.
W	 Well, there’s a gas station across the street and it’s not that 

expensive. About 79 cents per liter for regular gas.
M	 Let’s try that one. Oh, that’s great! Now, the pump is out of 

order.
W	 Looks like we’ve been having bad luck all day.
M	 Oh, come on. Let’s try another pump. It’s not a big deal!

Translation
여	 연료 점검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남	 오, 연료가 바닥이야. 연료 탱크를 채워야겠어.

여	 길 건너에 주유소가 있는데, 일반 휘발유가 리터당 약 79센트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남	 그걸로 하자. 오, 맙소사! 이젠 펌프가 고장이 났네. 

여	 하루 종일 악운이 우리를 따라 다니는 것 같아.

남	 오, 기운 내. 다른 펌프를 시도해 보자. 별 일 아니잖아!

Tips & Clue 
여자는 하루 종일 악운이 따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격려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low on gas 연료가 떨어진 

fill up 가득 채우다 

out of order 고장 난

bad luck 불운, 악운

It’s not a big deal. 별일 아니다. 

1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Next News Magazine, how may I help you?
M	 Yes. I’d like to cancel my subscription. 
W	 Okay. Can I have your name, please?
M	 My name is Tim Benning.
W	 And what is your account number, Mr. Benning?
M	 3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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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hank you. Your subscription has been canceled as of 
today.

Translation
여	 넥스트 뉴스 잡지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네. 잡지 구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여	 네. 이름을 불러 주시겠어요?

남	 제 이름은 팀 베닝입니다.

여	 그리고 구좌번호는 무엇입니까, 베닝 씨?

남	 363-534입니다.

여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구독이 취소되었습니다.

① 구독을 취소하려고 ② 그의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③ 뉴스를 전하려고 ④ 잡지를 주문하려고

Tips & Clue
subscription 구독  

account number 계좌 번호 

as of today 오늘부로, 오늘 날짜로부터

report 보고하다, 전하다  

14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W	 Alex, how did you do on the exam today? You stayed up 

late last night studying.
M	 It was OK. I got 88 out of 100.
W	 What was the class average?
M	 It was 78.
W	 You did quite good considering the average.
M	 I studied a lot for this.

Translation
여	 알렉스, 오늘 시험 어떻게 봤니? 어제 밤 늦게까지 안자고 공부했잖니.

남	 괜찮게 봤어요. 100점 만점에 88점 받았어요.

여	 반평균은 얼마인데?

남	 78점이요.

여	 반 평균으로 보면 너는 꽤 잘 본거네.

남	 시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① 어머니 - 아들 ② 남편 - 아내

③ 교사 - 학생 ④ 치과 의사 - 환자

Tips & Clue 
stay up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다 

out of ~ 중에서

considering ~을 고려할 때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Are you all prepared for the big seminar tomorrow?
W	 I think so.
M	 How many people are expected to show up?
W	 	     

Translation
남	 내일 있을 중요한 세미나 준비는 다 됐나요?

여	 그런 것 같아요.

남	 몇 명이나 참석 할 것 같아요?

여	 	    

① 많이 오지 않았어요. ② 당신은 안 올거죠?

③ 50명 정도요. ④ 50명 정도 참석했어요.

Tips & Clue
How many~?에 대한 응답을 찾아야 한다. 내일 있을 회의에 관한 질문이므로 

과거형의 ①, ④는 답이 될 수 없다. 

prepare for ~의 준비를 갖추다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show up 나오다, 나타나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lease?
M	 It’s not that far.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W	 How long would it take to get there by subway?
M	 About 20 minutes.
W	 How far is it from here? 
M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서울대학교까지 어떻게 가죠?

남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습니다.

여	 지하철로 얼마나 걸립니까?

남	 약 20분이요.

여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남	

① 그것은 언제 떠나느냐에 달려 있죠.   ② 지하철이 더 빨라요.  

③ 8마일 정도요. ④ 버스가 더 빨라요.

Tips & Clue 
How far~?는 거리를 물어보는 의문문이다.

get to ~에 도착하다 

It depends ~ ~에 달려있다

17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I went to the dentist’s office last Wednesday. My appointment 
was delayed, so I read a sports magazine, and then a news 
magazine. I looked up at the clock every minute to see what 
time it was. I sighed deeply and then closed my eyes to rest. 
Forty minutes later, the secretary woke me up.

Translation
나는 지난 주 수요일 치과에 갔다. 예약 시간이 연기되어서, 스포츠 잡지를 

읽었고 뉴스 잡지도 보았다.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매 분마다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깊게 한숨을 쉬고 나서 자기 위해 눈을 감았다. 40분이 지나서야 비

서가 나를 깨웠다.

① 지루한      ② 감사하는      ③ 두려운      ④ 흥분된  

Tips & Clue
look up 올려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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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 한숨 쉬다 

deeply 깊게

grateful 감사하는

scared 겁먹은, 두려운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ll 20 students in my class ar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Seven of them are from Asia, three of them are from Europe, 
one student is from Africa, and the rest are from South America.

Translation
우리 반 학생 20명 모두는 여러 나라에서 왔다. 그들 중 7명은 아시아 출신

이고, 3명은 유럽 출신, 1명은 아프리카 출신이며, 나머지는 남미 출신이다.

Tips & Clue
be from ~ 출신이다 (= come from)

the rest 나머지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It is a reference book containing an alphabetical list of words, 
with information given for each word, usually including 
meaning, pronunciation, and etymology.

Translation
그것은 각 단어에 주어진 정보와 함께 단어 목록을 알파벳순으로 담고 있는 

참고용 책으로, 보통 의미, 발음, 어원을 포함하고 있다.

① 사전      ② 도서관      ③ 교과서      ④ 안내서 

Tips & Clue
reference book 참고 도서  

alphabetical 알파벳순의 

pronunciation 발음 

etymology 어원

hand book 안내서, 입문서 

20	 문제유형	:	계산	
Script
In a certain company,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20 employees 
is $15,000. If the annual income of the two employees is $27,000 
and $30,000 each, what is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the 
remaining 18 employees?

Translation
어느 회사에서 직원 20명의 1년 평균 수입은 15,000달러이다. 이 중 2명의 

직원이 1년간 각각 27,000달러와 30,000달러를 벌었다면, 나머지 18명의 1

년 평균 수입은 얼마인가?

Tips & Clue 
20명의 총 수입은 15,000×20=300,000(달러)이고, 이 중에서 2명의 수입 57,000

달러를 빼면 243,000달러이다. 따라서 18명의 평균 수입은 13,500달러이다. 

annual 연간의

income 수입

remaining 남아있는 

TEST 08 
Answer Key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① 15 ①

16 ② 17 ③ 18 ③ 19 ④ 20 ②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gym is?
M	 Yes. Walk straight along this street and turn right at the first 

intersection.
W	 Okay. 
M	 Then make a left. The gym will be the building on the left 

side of the street.
W	 On the left? 
M	 Yes. You can’t miss it.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체육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	 네. 이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시다가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세요.

여	 알겠습니다.

남	 그 다음에 좌회전하세요. 체육관은 길 왼편에 있을 거에요.

여	 왼쪽에요?

남	 네. 찾기 쉬워요.

Tips & Clue
gym 체육관 

intersection 교차로 

make a left 좌회전하다

02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Mary, have you seen the chart showing Ted’s average day?
W	 Yes, Bill.
M	 How many hours does he sleep?
W	 8 hours.
M	 Then, how many hours does he study?
W	

Translation
남	 메리, 테드의 일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본 적이 있니?

여	 그래, 빌.

남	 그는 몇 시간을 자니?

여	 8시간.

남	 그러면 공부는 몇 시간 하니?

여	                                          

① 그는 적어도 하루에 세 시간 공부를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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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루에 세 시간씩 공부해.

③ 집 같은 곳은 없어.

④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

Tips & Clue
chart 그래프, 표

at least 최소한

03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Do you know why I stopped you?
W	 I made an illegal U-turn.
M	 That’s right. I’ll let you go this time with just a warning.
W	 Thank you, officer. I’ll never do that again.
M	 You’d better not. Next time I’ll have to give you a ticket.
W	 I’ll be careful. Have a good day. 

Translation
남	 제가 왜 당신 차를 정지시켰는지 아시겠어요?

여	 제가 불법 유턴을 했죠.

남	 맞아요. 이번에는 경고만 하고 보내드리죠.

여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남	 그러셔야 해요. 다음 번에는 딱지를 끊겠습니다.

여	 주의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① 변호사 ② 판사 

③ 경찰관 ④ 경비원 

Tips & Clue
불법적인 행동을 이유로 여자의 차를 멈추도록 했으며, officer란 단어가 있으므

로  남자의 직업이 경찰관임을 알 수 있다.

illegal 불법의 

judge 판사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id you get home safely last night? What a storm it was, 

huh?
W	 I couldn’t agree more! We hurried home amid the storm. 

It narrowly missed us.
M	 I’m glad you got home safe and sound. I was so worried 

about you since you left my place.
W	 Thank you for your concern. I had a great time at your 

place last night. Next time, it’s my turn to invite you over. 

Translation
남	 어젯밤에 집에 잘 들어갔니? 정말 대단한 폭풍우였어!

여	 정말 그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급히 귀가했어. 가까스로 피했지.

남	 안전하게 집에 돌아갔다니 다행이다. 네가 우리 집을 나선 후부터 걱정 

많이 했거든.

여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젯밤에 너희집에서 정말 즐거웠어. 다음 번엔 내

가 초대할게. 

Tips & Clue
last night(어젯밤)과 narrowly missed (간신히 피했다)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hurry ~에 서둘러 가다

amid 한가운데

narrowly 겨우, 간신히 

safe and sound 무사히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Susan. I’m calling to see if you want to go to see 

some movies. Since we finished our final, several friends 
of mine from the same class are going with me. Would you 
like to join us?

W	 I’d love to, but my father said I should stick around at 
home because the new TV we bought the other day will be 
delivered sometime this afternoon.

M	 That’s too bad. I’ll stop by your house to check your new 
TV after the movie then.

Translation
남	 안녕, 수잔. 영화보러 극장에 가길 원하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했어. 기말

고사가 끝나서 우리 반의 몇몇 친구들과 갈 건데, 같이 갈래?

여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난번에 새로 산 TV가 오늘 오후에 배달되기 때

문에 아빠가 집에 있으라고 했어.

남	 안 됐다. 그럼 영화 보고 새 TV도 구경할 겸 너의 집으로 갈게. 

Tips & Clue
I should stick around at home이라는 여자의 말을 통해 여자가 집에 있을 예

정임을 알 수 있다.

final 기말 고사 (= final exam)

stick around (가까운 데서) 기다리다

06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Oh, no! We’re running out of gas. Is there a gas station 

nearby? I don’t think we can last another 10 miles with so 
little gas left.

M	 Don’t worry. I know that there is one right after the next 
intersection. It’s less than 5 miles away. 

W	 That’s a relief. I think I’ll have to start checking the gas 
before hitting the road from now on.

Translation
여	 이런! 기름이 떨어져가네.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요? 이렇게 조금 남은 

기름으로는 10마일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남	 걱정 말아요. 다음 교차로 지나자마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5마일도 

안 남았어요. 

여	 다행이군요. 이제부터는 출발하기 전에 연료가 충분히 있나 확인해 봐

야겠어요.

① 주유소에서 ② 상점에서 

③ 집에서 ④ 자동차 안에서 

Tips & Clue
run out of ~ ~이 떨어지다 

gas 기름, 연료 (gasoline을 줄여서 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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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견뎌내다, 지탱하다

intersection 교차로 

relief 안심 

hit the road 출발하다, 여행을 떠나다

from now on 이제부터는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How was your trip, Thomas?
M	 It was wonderful. The beaches were clean, and the village 

was so charming.
W	 Did you take some pictures?
M	 No. Unfortunately, I lost my camera on the way. I left it 

under the seat in the plane, and no one had turned it in to 
the lost and found so far.

Translation
여	 여행은 어땠니, 토마스?

남	 아주 좋았어. 해변은 깨끗하고, 마을은 아주 아름다웠어.

여	 사진도 찍었니?

남	 아니. 불행히도 도중에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비행기에서 좌석 밑에 두

고 내렸는데, 아직까지 분실물 취급소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어. 

Tips & Clue
charming 매력적인 

unfortunately 불행히도 

turn in 제출하다 

lost and found 분실물 취급소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계산	
Script
W	 I’ll take that box of candies, please.
M	 Do you want the whole box?
W	 Yes, because if I buy the whole box it only costs 10 bucks, 

but if I buy the same number of candies individually it will 
cost me 13 dollars and 52 cents all together.

M	 You are very smart for a young girl. Here is your box of 
candy.

Translation
여	 저 사탕 한 상자 살게요.

남	 상자째로 사길 원하니?

여	 네, 상자로 사면 10달러인데, 같은 갯수의 사탕을 낱개로 사면 다합쳐  

13달러 52센트거든요.

남	 어린 아이치고 아주 똑똑하구나. 여기 사탕 상자있다. 

① 2달러 25센트 ② 3달러 

③ 5달러 ④ 3달러 52센트 

Tips & Clue
bucks 달러 (= dollars) 

the same number of ~ 같은 수의 ~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all together 다 함께, 합계

09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W	 I’m getting tired of work. Let’s retire and go live in Hawaii.
M	 But we’re only 57 years old. We’re still too young to retire.
W	 I would also like to buy a big house with a swimming pool.
M	 We don’t have enough money for a big house.
W	 And I’d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M	 But that will be too expensive.
W	 And I’d like our daughter to go with us.
M	 She’s only 18 years old. 

Translation
여	 나는 일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우리 은퇴하고 하와이에 가서 살아요.

남	 하지만 우린 겨우 57살인데. 은퇴하기엔 아직 너무 젊어요.

여	 수영장이 있는 큰 집도 사고 싶어요.

남	 큰 집을 살 충분한 돈이 없잖아요.

여	 그리고 세계 여행도 하고 싶어요.

남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	 그리고 딸아이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남	 그 애는 이제 겨우 18살이에요. 

① 부모 – 딸  ② 교사 – 학생

③ 사장 – 비서 ④ 남편 – 부인

Tips & Clue
be(get) tired of ~ ~가 지겨워지다, 싫증나다

retire 은퇴하다, 퇴직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여행을 하다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would like to reserve a room for two on the 21st of May.
M	 Okay. Let me check our books here for a moment. The 21st 

of March, right?
W	 No, May, not March.
M	 We do have a suite available with a sauna bath. Would you 

like it?
W	 All right. I’ll call you right back.

Translation
여	 5월 21일에 2인실을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남	 좋습니다. 잠시 예약을 살펴볼게요. 3월 21일이라고 하셨죠, 맞나요?

여	 아니요, 3월이 아니고 5월이요.

남	 사우나 욕실이 딸린 스위트룸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	 알았어요. 곧 다시 전화할게요.

① 여자는 5월 1일에 방을 하나 예약하려고 한다. 

② 여자는 3월 21일에 방을 하나 예약하려고 한다.

③ 여자는 5월 21일에 방의 예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한다.

④ 여자는 책을 한 권 사고 싶어한다.

Tips & Clue
reserve 예약하다 (= book) 

suite 스위트룸 (호텔의 침실, 욕실, 거실 등이 이어진 한 벌의 방)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11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Listen, Nick!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M	 Oh, that’s OK. It’s really no big deal, is it? I haven’t got 

anything better to do than waiting for you, have I?
W	 Will you let me just explain?
M	 I’ve only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that’s all.
W	 Yes, I know, and I would have...
M	 After all, my time isn’t that important, is it?
W	 Please don’t be like that. Just let me explain.

Translation
여	 내 말 좀 들어봐, 닉!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남	 괜찮아. 별일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너 기다리는 거 말고 다른 할 일

이 뭐가 있겠어?

여	 내가 설명하게 해줄래?

남	 한 시간 넘게 기다린 것 밖에 없어, 그게 전부라고.

여	 그래, 알아, 그리고 내가...

남	 결국 내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지?

여	 제발 그런 식으로 굴지 말고, 내가 설명하게 해줘.

① 부정적인  ② 낭만적인 

③ 사교적인   ④ 외로운

Tips & Clue
after all 결국, 어쨌든 

Don’t be like that. 그런 식으로 굴지 마라. 

negative 부정적인

sociable 사교적인

12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i, Christine. How are you?
W	 Great. How about yourself?
M	 Well, I am having a hard time solving problem number two 

on this physics assignment. I guess I need some help. 
W	 I’ve already finished mine. I wouldn’t mind helping you 

out.
M	 Will you? That would be great. Thanks.  
W	 Not at all. That’s what friends are for.

Translation
남	 안녕, 크리스틴. 잘 지내니?

여	 잘 지내. 넌 어때?

남	 이 물리 숙제 2번 문제를 푸느라 고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여	 내 숙제는 벌써 끝냈는데. 너를 도와줄게.

남	 그래 줄래? 그러면 정말 좋지. 고마워.   

여	 천만에. 친구 좋다는 게 그런거지.  

Tips & Clue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곤욕을 치르다

physics 물리학 

assignment 숙제 

help out (곤경에서) 도와주다

wouldn’t mind ~ing ~하는 것을 꺼리지 않다 

not at all 전혀

13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Why do you want to learn computer programming?
W	 Well, I lost my job last month, and I haven’t been able to 

find another.
M	 I see. Do you think you could afford a programming class?
W	 I have some money, and my friend will be able to help me.
M	 Good. The course will cost you $500.
W	 Whew! Will I be able to find a job as a computer programmer?
M	 Oh, sure! You’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make lots of 

money. Please sign here.

Translation
남	 당신은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여	 지난 달에 실직을 했는데,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었어요.

남	 알겠습니다. 프로그레밍반을 수강할 돈은 있습니까?

여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저를 도와 줄 수 있을 겁니다.

남	 좋아요. 그 과정은 500달러입니다.

여	 휴!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남	 물론이죠! 좋은 직장을 얻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에요. 여기에 서명

하세요.

Tips & Clue
서명을 하는 것은 수강 등록을 하기 위한 것이다. 

lose one’s job 실직하다

afford ~할 능력이 되다

course 교과 과정, 과목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The traffic is terrible.
W	 Yes, it sure i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 hate working 

in the big city.
M	 I know. It’s the same thing day in and day out.
W	 This is terrible! We may be here all night! I hope we don’t 

run out of gas.
M	 	  

Translation
남	 교통 체증이 심하구나.

여	 정말 그래. 이게 내가 대도시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야.

남	 알아. 날이면 날마다 똑같아.

여	 정말 끔찍하다! 어쩌면 밤새 여기 있을 지도 모르겠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남	  

① 걱정 마. 기름은 충분히 있어.

② 기름은 비싸.

③ 곧 끝났으면 좋겠어.

④ 그게 언제 필요한데?

Tips & Clue
traffic 교통량, 교통 체증 

day in and day out 날이면 날마다

run out of ~이 떨어지다, 고갈되다 

plenty 풍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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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Do you know what the world’s most spoken language is?
W	 English?
M	 No, it’s Chinese.
W	 What about English?
M	 English is the second most spoken language. 
W	 I didn’t know that.
M	 Me neither. I learned that in English class, but I could have 

learned that myself if I had 

Translation
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니?

여	 영어?

남	 아니, 중국어야.

여	 영어는 어떤데?

남	 영어는 두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야. 

여	 난 몰랐어.

남	 나도 몰랐어.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만약 내가  

스스로 알아냈겠지. 

①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했다면

② 고생을 자초했다면

③ 다시 시작했다면

④ 당장 그만두었다면

Tips & Clue
put two and two together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 결론짓다

ask for trouble 화를 자초하다, 사서 고생하다

turn over a new leaf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 시작하다

stop in one’s tracks (하던 일을) 멈추다, 그만두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You just took your driving test? 
W	 Yes. 
M	 How did you do?
W	 I failed. I really tried, but I couldn’t park the car right.
M	 Really? 
W	 Yes. I’ve practiced parking so hard, but 

Translation
남	 방금 운전 면허 시험을 봤니?

여	 응.

남	 어떻게 됐는데?

여	 떨어졌어. 정말 노력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남	 정말?

여	 응. 주차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① 시험보는 동안 더 잘 했어.

② 시험볼 땐 주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③ 시험이 매우 쉬웠다고 생각했어.

④ 최선을 다했어.

Tips & Clue 
fail 실패하다, 낙제하다

park 주차하다

right 올바로, 제대로

practice 연습하다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invited over several foreign friends to your place. Some 
of them are not quite used to the Korean customs and look a 
bit nervous. You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in your house. 
What would you say to these friends in this situation?

Translation
당신은 몇명의 외국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 중 몇명은 한국의 관

습에 익숙하지 않아서 다소 긴장되어 보인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집에서 편

하게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① 그거 멋지구나. ② 천천히 해!

③ 편하게 있으렴. ④ 농담이겠지!

Tips & Clue
be used to ~ ~에 익숙해 있다 

custom 관습 

comfortable 마음 편한, 안락한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Make yourself at home. 편히 있으세요. 

18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제목	
Script
In the near future, we shall be able to go to other planets on 
space ships. Traveling on a space ship is quite different from an 
airplane. While aboard the space ship, we won’t feel any sense 
of motion even though we’ll be moving at the speed of tens of 
thousands of miles an hour into deep space.

Translation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우주

선 여행은 비행기 여행과는 매우 다르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동안, 시속 수

만 마일로 우주 깊숙히 가고 있더라도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① 우주 깊숙히 로켓 여행 ② 비행기 여행

③ 다른 행성으로의 여정 ④ 대기권에서의 여행 

Tips & Clue
in the near fure 가까운 미래에

planet 행성 

space ship 우주선 

aboard ~을 타고, ~의 안에 

motion 움직임 

journey 여행, 여정 

19	 문제유형	:	상황	파악
Script
All electronic devices must be turned off when the aircraft is 
10,000 feet above sea level and during the take-off and landing. 
Medical devices may continue to be used. The following items 
must not be used on board at any time: radios, passenger owned 
cellular phones, and remote contro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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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모든 전자 기기는 항공기가 해발 1만 피트일 때와 이착륙할 동안 전원을 꺼

놓아야만 합니다. 의료 기기는 계속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디오, 승객 소유

의 휴대폰, 그리고 원격 조종 장치와 같은 물건은 언제라도 기내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s & Clue
electronic 전자의 

device (기계적) 장치 

turn off 끄다 

above sea level 해발 

take-off 이륙 

landing 착륙 

medical 의학[의술, 의료]의 

on board 비행기에 탑승하여

at any time 언제라도, 아무때나 

remote control device 원격 조정 장치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일치
Script
Some people believe that changes in the weather can cause 
changes in their health. This may be the reason why many 
people get the ‘flu’ in New England. In New England, the 
weather can change very suddenly.
Q What is believed to cause changes in their health?
① cold weather
② changes in the weather
③ the flu in New England
④ bad health

Translation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변하면 건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뉴잉글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는 이유일 수도 있다. 뉴잉글랜

드에서는 날씨가 아주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한다.

Q 건강에 변화를 준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① 추운 날씨  ② 날씨의 변화 

③ 뉴잉글랜드의 독감  ④ 좋지 않은 건강

Tips & Clue
cause 일으키다

get the flu 독감에 걸리다 

suddenly 갑자기

TEST 09 
Answer Key

01 ② 02 ① 03 ②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① 09 ② 10 ②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④ 20 ③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Hello. I’m here to pick up my shirt.
W	 What kind of shirt was it?
M	 It’s a shirt that I was going to wear for my business meeting 

tomorrow.
W	 Is this it?
M	 No, that looks like a T-shirt. My shirt has buttons down in 

the front.
W	 This must be the one you’re looking for.
M	 Yes, that’s it.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제 셔츠를 가지러 왔어요.

여	 어떤 종류의 셔츠였나요?

남	 내일 회의에 입고 갈 셔츠에요.

여	 이것인가요?

남	 아니오, 그것은 티셔츠 같은데요. 제 셔츠는 앞쪽 아래에 단추가 달렸어요.

여	 이것이 당신이 찾는 셔츠인 것 같군요.

남	 네, 맞아요.

Tips & Clue
pick up ~을 (도중에) 찾으러 가다

business meeting 회의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This is a tow-away zone.
	 W	 I didn’t realize that.
② W	 Am I nearsighted or farsighted?
	 M	 Nearsighted.
③ M	 Why the long face today?
	 W	 I feel very depressed.
④ W	 What is the starting salary?
	 M	 One thousand dollars. 

Translation
① 남	 여기는 견인 지역입니다.

	 여	 몰랐어요.

② 여	 저는 근시인가요, 원시인가요?

	 남	 근시입니다.

③ 남	 오늘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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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분이 아주 우울해.

④ 여	 초봉이 얼마인가요?

	 남	 1,000달러입니다.

Tips & Clue 
경찰이 와서 여자에게 견인 지역(tow-away zone)이라고 말을 하는 그림이므로, 

단어의 뜻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tow-away zone 견인 지역 

near-sighted 근시의 

far-sighted 원시의 

Why the long face? 오늘 너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depressed 우울한, 기분이 안 좋은 

starting salary 초봉 

03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M	 Do I have any appointments this afternoon, Cathy?
W	 Yes, Mr. Smith. You have a seminar at 1:00 and then a 

meeting with Professor Kim. 
M	 Thanks, Cathy. When you get a chance, would you call   

Dr. Carter to find out when her proposal for the new project 
will be finished?

W	 Yes, sir.

Translation
남	 오늘 오후에 잡힌 약속이 있나요?

여	 네, 스미스 씨. 1시에 세미나가 있고, 이후에 김 교수님과 미팅이 있어요.

남	 고마워요, 캐시. 시간이 되면 카터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프로

젝트에 대한 그녀의 제안서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아봐 주겠어요?  

여	 네, 알겠습니다.

Tips & Clue
when you get a chance 기회[시간]가 되면

proposal 제안

04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Do you think the LA Dodgers will make the playoffs this 

year?
W	 That’s what all the fans in LA and Korea want to know, 

isn’t it? They can make it if every player in the team is 
willing to gear themselves up for the playoffs.

M	 S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the Dodgers might make it 
to the playoffs?

W	 Sure, the only problem is that all the other teams are doing 
the same thing. If the Dodgers can overcome the pressure 
of winning every game at hand, nothing can stop them.

Translation
남	 LA 다저스가 올해 플레이오프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	 그건 LA와 한국에 있는 모든 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지, 그렇지? 팀의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가능하겠지.

남	 그렇다면 다저스가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여	 물론이지,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모든 팀들도 똑같이 준비를 한다는 거야. 

다저스가 다가올 모든 시합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극복한다면 그들

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Tips & Clue 
여자는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이겨야 한다

는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palyoff 결승 진출 결정전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gear oneself up (마음의) 준비를 갖추다

overcome 극복하다

pressure 압박

at hand 바로 가까이에, 다가오는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Did you hear that Bob was fired yesterday?
M	 No, he wasn’t. He resigned. Well, to be honest everyone 

knew it was coming. Even he knew he would be gone 
sooner or later.

W	 Really? Why?
M	 Look. He was often late for work and missed many 

meetings. He occasionally fell asleep on the job. He wasn’t 
getting along with the boss. In fact, he once told me he was 
looking for another job that would suit him better.

Translation
여	 밥이 어제 해고당했다는 얘기 들었니?

남	 아니야. 그는 사직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모두가 이런 일이 생길걸 알고 

있었지. 그 조차도 얼마 안 가서 퇴출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	 정말? 왜?

남	 생각해봐. 그는 자주 지각하고 회의도 많이 빼먹었잖아. 일하다가 자주 

잤고. 상관과 사이도 좋지 않았어. 사실, 지난 번에 자신에게 보다 잘맞

는 일을 찾고 있다고 내게 말하더라고.

Tips & Clue 
fire 해고하다

resign 그만두다, 사임하다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자면

sooner or later 조만간 (= in time)

occasionally 이따금, 때때로 

fall asleep 잠들다

get along with ~와 사이가 좋다, 잘지내다

suit ~에 잘 맞다, 어울리다

06	 문제유형	:	시간	파악
Script
W	 What time does the department store open today? 
M	 I heard that they’ll open late today because they are fixing 

the elevator.
W	 The store was supposed to open 30 minutes ago, right?
M	 That’s right. It should’ve opened at 9 o’clock. 

Translation
여	 오늘 백화점은 몇 시에 엽니까?

남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야 해서 오늘은 늦게 열 거라고 들었어요.

여	 30분 전에 열었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남	 맞아요. 9시에 열었어야 했죠.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0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1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0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Tips & Clue 
백화점은 9시에 문을 열었어야 했고, 그 시간이 30분 전이므로 현재 시각은 ③ 

9:30분이다.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다

0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i, Jenny. How are you?
W	 I’m doing well. How’s everything with you?
M	 Well, I heard that they started a new computer club at 

school.
W	 That’s right. And I just found out that Lisa Black joined the 

club.
M	 Really? I’m shocked. I didn’t think she liked computers.
W	 I guess you don’t know her very well.

Translation
남	 안녕, 제니. 어떻게 지내?

여	 잘 지내. 넌 어떻게 지내?

남	 학교에 새 컴퓨터 동아리가 생겼다고 들었어.

여	 맞아. 그리고 좀전에 리사 블랙이 그 동아리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남	 정말? 놀랐는 걸. 그녀가 컴퓨터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	 그럼 넌 그녀를 잘 모르는 거네.

① 리사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② 리사는 새 컴퓨터 동아리에 들었다.

③ 그 학교에는 새 컴퓨터가 있다.

④ 리사는 그 동아리의 회장이다. 

Tips & Clue 
find out ~을 알아내다 

join the club 동아리[클럽]에 가입하다

shocked 충격을 받은

attend  ~에 출석하다, 참석하다

president (모임의) 회장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eard that you bought a new cell phone.
W	 Yes. I got it yesterday. 
M	 Did you buy it at the store on Main Street?
W	 No, I didn’t. Actually, I went there first, but the models 

there were very outdated.
M	 So, you were looking for a new model then. How do you 

like the one you bought?
W	 It’s an excellent phone.

Translation
남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다고 들었어.

여	 응. 어제 샀어.

남	 메인 가에 있는 상점에서 샀니?

여	 아니. 사실 처음에는 거기로 갔었는데, 제품들이 너무 구식이었어.

남	 신식 모델을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구입한 것은 어떠니?

여	 훌륭한 핸드폰이야.

Tips & Clue
outdated 구식의, 유행이 지난

09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are the books organized? 
	 W	 In alphabetical order.
② M	 Excuse me. Where are the magazines?
 W	 It opens at 8 o’clock in the morning.
③ M	 How was your trip to the lake last weekend?
 W	 	I didn’t go. I woke up Saturday morning with an upset 

stomach.
④ M	 My dog ran away last night.
 W	 Again? I’m sorry to hear that.

Translation
① 남	 그 책들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요?

 여	 알파벳 순서로요.

② 남	 실례합니다. 잡지는 어디 있나요?

 여	 아침 8시에 문을 엽니다.

③ 남	 지난 주말 호수 여행은 어땠어? 

	 여	 가지 않았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팠거든.

④ 남	 내 개가 어젯밤에 도망갔어.

 여	 또? 그것 안 됐구나.

Tips & Clue 
②에서 남자는 잡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여자는 문을 여는 시간을 답하고 있다.

organize 조직하다, 정리하다

alphabetical 알파벳 순의

upset stomache 배탈(= stomachache)

run away 달아나다

10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Power Company, how can I help you? 
W	 I haven’t had electricity in my house all day today.
M	 Okay. I’ll send someone to your house right away. Can I 

have your name, please?
W	 Yes, it’s Janet Tyler.
M	 And what’s your address, Ms. Tyler?
W	 325 Elm Street.
M	 Someone will be there to check your electricity in about 20 

minutes.

Translation
남	 전력 회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오늘 종일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알려 주

시겠어요?

여	 네. 저는 자넷 타일러입니다.

남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타일러 양?

여	 엘름가 325번지입니다.

남	 약 20분 뒤에 전기를 점검해 줄 사람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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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여자는 종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력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power company 전력 회사

electricity 전기

right away 곧바로

11	 문제유형	:	장소	파악
Script
W	 Hello. What can I do for you?
M	 I’m looking for some bread. 
W	 How about the ones over here?
M	 I need something more nutritious.
W	 How about some wheat bread?
M	 Is it very fresh?
W	 Yes, sir. I just baked it this morning.
M	 Please give me two loaves of those.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빵을 좀 사려구요.

여	 여기 이런 종류는 어떠세요?

남	 좀 더 영양가 있는 빵이 필요해요.

여	 밀빵은 어떠세요?

남	 신선한가요?

여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웠거든요.

남	 두 덩어리 주세요.

① 편의점 ② 제과점   

③ 식당 ④ 병원 

Tips & Clue 
nutritious 영양의, 영양가가 있는

wheat 호밀

loaf 덩어리 (복수 loaves)

12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M	 Is acting a difficult profession?
W	 Yes, it is. You need to practice and rehearse all the time.
M	 How much do you have to practice?
W	 Sometimes all day. We keep practicing until everything is 

perfect.
M	 It must be harder than I thought. Keep up the good work.

Translation
남	 연기는 어려운 직업인가요?

여	 그렇습니다. 항상 연습과 리허설을 해야 하니까요. 

남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하죠?

여	 가끔은 하루 종일 해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요.

남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겠군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① 상담자 - 환자 ② 아버지 - 딸 

③ 감독 - 연출자 ④ 기자 - 여배우

Tips & Clue
acting 연기

profession 직업

rehearse 예행 연습하다

all the time 항상

until everything is perfect 모든게 완벽해질 때까지

Keep up the work. 계속 열심히 하세요.

13	 문제유형	:	직업	파악
Script
M	 Do you have the results?
W	 Yes. They’re right here.
M	 What did you find out?
W	 Based on the X-ray, one of the bones around the ankle has 

been broken.

Translation
남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	 네. 여기 있습니다.

남	 뭐가 나타났죠?  

여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발목 부근의 뼈 하나가 부러졌네요.

① 의사 ② 약사 

③ 기술자   ④ 간호사 

Tips & Clue 
여자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뼈가 부러진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므로 ①이 답

이다.

based on ~에 따르면 

X-ray 엑스선, 엑스선 사진 

bone 뼈

ankle 발목

pharmacist 약사

engineer 기술자, 엔지니어

14	 문제유형	:	시간	파악
Script
W	 Chris, what are you doing standing out here? 
M	 I’ve been waiting for the taxi.
W	 It’s not here yet? Wasn’t it supposed to be here half an hour 

ago?
M	 Yes, but he hasn’t showed up yet. I called the cab company 

and they said the taxi should be here by 10:30.
W	 I hope so. They will be thirty minutes late. And it’s getting 

cold out here, too. 
M	 I’m sure it will be here soon.

Translation
여	 크리스, 여기 밖에 서서 뭐하세요?

남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	 아직 도착 안했어요? 30분 전에 도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	 네,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네요. 택시 회사에 전화했는데, 택시가 10시 

30분에 도착할 거래요.

여	 그래야 할 텐데요. 30분 늦는 거네요. 날씨도 추워지는데요. 

남	 곧 올 거에요.

Tips & Clue
택시가 30분 전에 도착했어야 하고, 10시 반은 30분 늦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

아 10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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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up 나타나다

cab 택시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Do you like to go to see the movies?
W	 Yes, I do. How about you?
M	 Of course, I do. I love movies.
W	 Yeah, movies are my favorite type of entertainment.
M	 	

Translation
남	 영화보러 가는 걸 좋아하니?

여	 응, 좋아해. 너는 어때?

남	 물론이지. 영화를 좋아하거든.

여	 맞아, 영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락 장르야.

남	  

① 왜 영화를 좋아하지 않니?

② 이번 주 토요일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③ 그건 이상했어.

④ 난 동의하지 않아.

Tips & Clue
여자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영화 관람을 제안하는 응답이 자연스

럽다.

entertainment 오락

16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i. My name is Carlos. I’m a new student.
W	 I am a new student, too. My name is Elena.
M	 I am from Mexico City.
W	 Oh, really? I lived in the country. I loved it.
M	 I love big cities.

Translation
남	 안녕. 내 이름은 칼로스고, 신입생이야.

여	 나도 신입생이고, 이름은 엘레나야.

남	 나는 멕시코 시티에서 왔어.

여	 어, 정말? 나는 시골 출신이야. 거기가 정말 좋았어.

남	 나는 대도시를 좋아해.

① 여자는 남자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② 여자는 신입생이 아니다.

③ 여자는 작은 도시를 더 좋아한다. 

④ 그 시는 너무 크다.

Tips & Clue
new student 신입생

in the country 시골에서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A man calls and asks you if he can speak to your boss. At that 

moment your boss is on her business trip to Busan and won’t 
be back until tomorrow afternoo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him? 

Translation
한 남자가 전화를 해서 당신의 상사와 통화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 때 상

사는 부산에 출장을 가는 중이어서 내일 오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이 상황에

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① 유감이네요.    

② 다음 번에는 잘 되길 바래요!

③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④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겠어요?

Tips & Clue
business trip 출장

That’s a shame. 그것 참 안됐네요, 유감이네요.

hold the line (전화상에서) 끊지 않고 기다리다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i, Sharon. It’s me, Christina. I’m calling to see if you have 
Lester’s telephone number. I wrote it down somewhere, but I 
can’t find it. I’m going camping this weekend and wanted see if 
Lester would let me borrow his camera. I have to go out now to 
buy a few things. I’ll try calling you again around 3 or so. Bye.

Translation
안녕, 샤론. 나 크리스티나야. 레스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어딘가에 적어 놓았는데 못 찾겠어. 내가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

는데 레스터한테 카메라를 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지금 몇 가지 사러 나

가야 해서 오후 3시 쯤에 다시 전화할게. 안녕.

전화 메시지 :

수신인 : ① 샤론

발신인 : ② 크리스티나 

메세지 :  ③ 그녀는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간다. 

④ 그녀는 레스터의 카메라를 사고 싶어한다. 

Tips & Clue
write down 적어두다 

borrow 빌려주다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is is a sport played on a large, grass-covered course with a 
series of 18 holes placed throughout the course. The objective 
of the sport is to hit a small, hard ball, with the use of various 
clubs and drop it into a hole called a cup.

Translation
이것은 코스 전체에 연속 18개 홀이 있는 넓은 잔디에서 하는 경기이다. 이 

경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 클럽을 사용하여 작고 단단한 공을 쳐서 컵이라고 

불리는 구멍 안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① 테니스        ② 크리켓        ③ 필드하키        ④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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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grass-covered 풀로 뒤덮인 

place 위치시키다 

throughout ~동안 내내, ~에 걸쳐 

objective 목적

various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20	 문제유형	:	계산	
Script
The smallest possible cube is to be formed using rectangular 
solid bricks, each with 12cm width, 18cm length and 4cm 
height. How many of such bricks would be needed?

Translation
가로 12cm, 세로 18cm, 높이 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을 쌓아 올려 가

장 작은 정육면체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러한 벽돌은 모두 몇 장이 필요

한가?

Tips & Clue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4cm, 12cm, 18cm의 최소공배수가 되어야 한다. 즉,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36cm이므로, 필요한 직육면체의 벽돌의 수는 36÷4 

= 9(장), 36÷12 = 3(장), 36÷18 = 2(장), 즉 9×3×2 = 54(장)이다.

Tips & Clue
cube 정육면체

rectangular 직사각형

solid brick 벽돌 

width 폭, 너비, 가로

length 길이, 세로

height 높이

TEST 10 
Answer Key

01 ③ 02 ①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④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③ 18 ④ 19 ③ 20 ④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Do you know which building the company is in?
M	 Is that the one over there?
W	 No, not the skyscraper.
M	 Then is that it?

W	 That’s not it, either. The building doesn’t have a dome on 
top.

M	 I don’t know which building you’re talking about.
W	 It’s a tall building that isn’t that wide. And there’s an antenna 

on top.
M	 Oh, you mean that building over there.
W	 Yes. That’s the one.

Translation
여	 그 회사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 아십니까?

남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에요?

여	 아니요, 초고층 빌딩은 아닙니다.

남	 그러면 저 건물인가요?

여	 그것도 아닙니다. 그 건물은 건물 위에 반구형 지붕이 없습니다.

남	 어느 건물을 말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	 그렇게 넓지 않은 높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안테나가 있습

니다.

남	 아, 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여	 네. 그 건물입니다.

Tips & Clue
skyscraper 초고층 건물

dome (반구형의) 둥근 지붕

antenna (라디오, TV의) 안테나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	 Steak, please.
②  W	 Do you want it rare or well-done?
	 M	 Well-done, please.
③ M	 How much are those mint cookies?
	 W	 Those are $10 per 100 grams.
④ W	 Could you please wrap the leftover food?
	 M	 Absolutely, ma’am.

Translation
① 남	 무엇을 드릴까요?

	 여	 스테이크 주세요. 

② 여	 고기를 덜 익혀 드릴까요, 완전히 익혀 드릴까요?

	 남	 완전히 익혀 주세요. 

③ 남	 저 박하향 과자는 얼마입니까? 

	 여	 100그램당 10달러입니다. 

④ 여	 남은 음식을 싸 줄 수 있으세요? 

	 남	 물론이죠, 손님. 

Tips & Clue 
정육점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 고기와 관련된 대화일 것이다. 레스

토랑에서의 대화나 다른 상점에서의 대화로 혼돈을 주고 있다.  

rare 드문, 진기한, 덜 익힌 

well-done 잘 구워진, 잘 익은 

mint 박하 

per ~마다, ~에 따라서

wrap ~을 싸다, 포장하다

leftover 나머지의,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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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 need to go to Kangneung.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Seoul Station? 
M	 The train for Kangneung departs from Chongnyang-ri 

station not Seoul station.
W	 OK, could you please tell me how to get to Chongnyang-ri 

station instead? 
M	 You can take subway line number 1.
W	 Does it take me straight to Chonyang-ri station?
M	 Yes. You don’t need to transfer.

Translation
여	 나 강릉에 가야 해. 서울역에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겠니? 

남	 강릉행 열차는 서울역이 아니라 청량리역에서 출발 해.   

여	 알았어, 대신 청량리역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줄래?

남	 1호선 전철을 타면 돼.

여	 1호선을 타면 청량리역까지 곧바로 갈 수 있어?

남	 응. 갈아탈 필요 없어.

Tips & Clue 
남자는 강릉으로 가는 열차는 청량리역에서만 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depart form ~에서 출발하다

straight 곧바로, 직행하여

transfer 갈아타다

04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May I speak with Ms. Johnson, please?
W	 This is Ms. Johnson. Who’s calling?
M	 This is Mr. Jackson, Johnny’s teacher.
W	 Hi, Mr. Jackson. How are you? 
M	 Well, not very good. Johnny hasn’t been doing his homework.
W	 Really? He’s been telling me that he didn’t have any 

homework.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존슨 부인과 통화할 수 있나요?

여	 제가 존슨입니다. 누구시죠?

남	 저는 자니의 선생님, 잭슨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잭슨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남	 음, 별로요. 자니가 요즘 숙제를 안 해와서요.

여	 정말요? 숙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던데요.

① 교사 - 학생 ② 교사 - 학부모

③ 학부모 - 학부모 ④ 교사 - 아빠

Tips & Clue
Who’s calling? (전화상에서) 누구시죠?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May I speak to Pat? This is Tina.
M	 Hi, Tina. Guess what! I just bought a new computer.

W	 Really? Do you like it?
M	 It’s great. And it was not very expensive.
W	 Where did you get it?
M	 My uncle just bought a brand-new computer. And he sold 

his old one to me at a very good price. It’s almost as good 
as new.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팻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티나에요.

남	 안녕, 티나. 들어봐! 나 방금 새 컴퓨터 샀어.

여	 정말? 맘에 드니?

남	 정말 좋아.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

여	 어디서 났는데?

남	 삼촌이 컴퓨터를 새로 샀거든. 그래서 전에 쓰던 것을 좋은 가격에 나한

테 팔았어. 거의 새 거야.

Tips & Clue 
Guess what! 들어봐! 

brand-new 신제품

at a good price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as good as new 새 것과 다름없는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I’m really excited about the trip to the zoo tomorrow. 
M	 Me, too. I hope it doesn’t rain tomorrow.
W	 I wonder what the weather is going to be like.
M	 The weatherman just said there is a 50% chance of showers 

tomorrow. But you know they are always wrong.
W	 I think we’ll just have to see what happens tomorrow.

Translation
여	 내일 동물원으로 소풍 갈 생각에 너무 좋아. 

남	 나도.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	 내일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

남	 방금 일기예보에서 내일 소나기가 올 확률이 50%래. 하지만 너도 알다

시피 일기예보는 거의 항상 틀리잖아. 

여	 내일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

Tips & Clue 
weatherman 기상 예보관 

shower 소나기

07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Did you get your class schedule yet?
M	 Yes. I will be very busy this semester.
W	 On which days do you have classes?
M	 Classes start at 8 o’clock on Mondays and Wednesdays. On 

Fridays, it starts at 2 o’clock.
W	 What about Tuesdays and Thursdays?
M	 I have a 2 o’clock class on Tuesday. I don’t have any on 

Thursday.

Translation
여	 너의 수업 시간표를 받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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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이번 학기는 매우 바쁠 거에요.

여	 무슨 요일에 수업이 있니?

남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8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금요일에는 2시에 시작

하구요.

여	 화요일과 목요일은 어떤데?

남	 화요일에는 2시에 수업이 있어요. 목요일에는 수업이 없구요.

Tips & Clue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듣는 것이 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

semester 학기

08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How did your test go?
M	 Well, I felt pretty comfortable because I studied a lot for the 

test.
W	 So, I guess you did well on the test?
M	 I’m pretty sure that I did. I’m waiting on the result.
W	 When will the result come out?
M	 I’ll get it tomorrow.

Translation
여	 시험은 어떻게 되었니?

남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여	 그래서 시험을 잘 봤겠구나?

남	 잘 본 것 같아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

남	 내일 받아요.

① 불편한    ② 흥분된    

③ 만족한 ④ 걱정하는    

Tips & Clue 
남자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고, 시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feel comfortable 편하게 느끼다

result 결과

come out ~가 나오다

09	 문제유형	:	장소	파악
Script
M	 Have you decided to apply for that college?
W	 Yes. What shall I do first?
M	 First of all, ask them how to get an application form. See if 

you can do it on-line.
W	 That sounds easy.
M	 It’ll provide you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W	 Alright. I will do that as soon as I get home. Thank you 

very much.

 Translation
남	 그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니?

여	 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남	 우선, 입학 지원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어 봐. 인터넷상에서 얻

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	 간단하네요.

남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여	 알겠어요. 집에 가자마자 그렇게 해야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① 여자의 집 ② 교실   

③ 남자의 집 ④ 상담실

Tips & Clue 
여자가 대학 입학에 대해 상담하고 있으므로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apply for ~에 지원하다

application form 지원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10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Jerry, did you get your car fixed?
M	 Yes. I got it back yesterday.
W	 I am glad to hear that.
M	 Is there anything you want me to do?
W	 I wanted to ask you to pick up some laundry this afternoon.
M	 I can do that. Is it OK if I do it after five?
W	 Sure, that’ll work.

Translation
여	 제리, 차는 고쳤어?

남	 응. 어제 찾았어.

여	 잘 됐다. 

남	 나에게 부탁할 것이라도 있어?

여	 오후에 세탁물을 찾아다 달라고.

남	 그러지 뭐. 5시 이후에 해도 괜찮아?

여	 물론, 괜찮아.

Tips & Clue 
get a car fixed 차를 수리하다

pick up [사람, 물건 등을] 도중에 태우다

laundry 세탁물

work [계획 따위가] 잘 되어 나가다

11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Do you know where I can buy a secondhand television?  

I can’t afford to buy a brand new one.
W	 Have you checked the school newspaper? People are 

always trying to sell things.
M	 That’s a great idea. Where can I pick up a school newspaper?
W	 There might be some in front of the library building.
M	 I was just there, but I didn’t see any newspaper rack.

Translation
남	 중고 텔레비전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니? 새 텔레비전을 살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여	 학교 신문에서 찾아 보았니? 사람들은 항상 물건을 팔려고 하잖아.

남	 좋은 생각이다. 학교 신문은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여	 도서관 건물 앞에 좀 있을거야.

남	 방금 갔다왔는데, 신문대가 보이질 않던데.

Tips & Clue
도서관에 신문대가 없다는 것은 그 곳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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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hand 중고의 

brand new 새 것의

newspaper rack 신문대

12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요일	파악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Car Care.
M	 Hello. This is Bobby Smith.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have my car checked out.
W	 How does Tuesday at 7:00 p.m. sound to you?
M	 That’s not a good day for me. 
W	 Then, what about Thursday the same time?
M	 Yes, that would be fine.
W	 Okay, we’ll see you then.

Translation
여	 카 케어입니다. 

남	 여보세요. 저는 바비 스미스입니다. 차량 점검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여	 화요일 저녁 7시는 어떠세요?

남	 그 날은 안되겠는데요.

여	 그럼 목요일 같은 시간은 어떠세요?

남	 네, 좋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 때 뵙겠습니다.

Tips & Clue 
목요일 같은 시간이므로 목요일 저녁 7시가 맞다.

How does ~ sound to you? ~은 어떠세요?

13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You’re still here? 
M	 I can’t decide if I should buy the stereo or not.
W	 It’s a great stereo. I thought you were saving up for this.
M	 Yeah, but I will also need to get a new car soon.
W	 Then why don’t you buy the stereo later? The car’s more 

important.
M	 You’re right. I can use my old stereo for a few more months.
W	 I think you’ll be happy with your decision.

Translation
여	 아직도 여기 계세요?

남	 스테레오를 살지 안 살지 결정할 수 없네요.

여	 그것은 괜찮은 스테레오에요. 스테레오 사려고 저축을 좀 하셨잖아요.

남	 네, 하지만 저는 곧 새 차를 구입해야 하거든요.

여	 그러면 오디오는 나중에 사는 것이 어때요? 차가 더 중요하죠.

남	 맞아요. 예전 오디오를 몇 개월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Tips & Clue 
여자의 권유에 의해 남자가 스테레오를 새로 사지 않고, 쓰던 것을 계속 쓰기로 

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save up for ~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다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ow long will you be gone on your trip?
M	 I’ll only be gone for a week. I will be back next Monday.
W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trip?
M	 Rio de Janeiro, Brazil.
W	 	  

Translation
여	 얼마나 오래 여행갈 건데?

남	 일주일만 갔다 올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와.

여	 어디로 여행을 갈 거니?

남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여	 	     

① 난 거기 가본 적이 없어.

② 네 말이 맞아.

③ 이메일로 사진 보내는 거 잊지마.

④ 좋겠다!

Tips & Clue
be gone 떠나가 있다

have(has) never been there 거기 가본 적이 없다

Must be nice! 좋겠구나! (= Must be exciting.)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may I speak to Mr. Johnson, please?
M	 This is he. May I ask who’s calling?
W	 This is Ms. Taylor. 
M	 Hi, Ms. Taylor. It’s been a while since I last spoke to you. 

How are you?
W	 Very good. I have some important news for you. Can we 

meet first thing in the morning tomorrow? 
M	 I’m not sure.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존슨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제가 존슨인데요. 누구십니까?

여	 저는 테일러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테일러 양, 마지막으로 통화한지 꽤 됐네요. 어떻게 지내세

요?

여	 잘 지내요. 말씀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우선적으로 만

날 수 있을까요?

남	 확실하지 않네요. 

①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② 내일이 저에겐 좋겠네요. 

③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네요.

④ 제 스케줄을 먼저 확인해봐야겠어요. 

Tips & Clue 
여자는 내일 아침에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므로, 남자는 일정

을 확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적절하다.

(the) first thing 무엇보다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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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Eiffel Tower was built by a man named Gustave Eiffel. It 
took more than two years to complete it. The tower weighed 
over one hundred thousands tons. The tower was the world’s 
tallest structure until 1930.

Translation
에펠 탑은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이름의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 탑이 완공되

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탑의 무게는 십만 톤 이상이었다. 그 탑은 1930

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Tips & Clue
complete 완성하다 

weigh ~의 무게가 나가다 

structure 건조물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are in Hawaii with one of your good buddies. You have 
both been in the sun for very long time and you both want to 
take some refreshments. Your friend has been buying you all 
the drinks and this time you want to pay him back by treating 
him to lunch. 

Q What do you tell him?

Translation
당신은 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하와이에 있다. 둘 다 아주 오랫동안 태양 아

래 있었고, 가볍게 뭔가를 먹고 싶다. 당신의 친구가 음료수를 모두 사 주었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에게 점심을 사 주어서 보답하고 싶다. 

Q	당신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① 나에게 음료수를 사 줘.   

② 더 이상 마시지 말자. 점점 비싸지고 있네.

③ 네가 음료를 사 주었으니 내가 점심을 사고 싶어. 

④ 그거 좋은 생각이다.

Tips & Clue
buddy 동료, 소년 

refreshments (가벼운) 음식물

treat 대접하다

18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In everyday life the rabbits and the turtles are racing much 
more frequently than we would have thought. Once we know 
that the strong or the fast do not always win the race, we should 
not give up so easily.

Translation
일상 생활 속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경주를 

한다. 강하고 빠른 자만이 항상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Tips & Clue
turtle 거북이

race 경주하다; 경주

frequently 빈번히

give up 포기하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ll passengers for Flight 34 to Sokcho, please come to the 
information desk. The flight has been canceled because of a 
heavy storm. All ticket holders should come to the information 
desk now for flight rescheduling information.

Translation
속초행 비행편 34를 이용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내데스크로 와 주시기 바랍니

다. 심한 폭풍우 때문에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탑승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모두 

비행 스케줄의 조정을 위해 지금 안내데스크로 오십시오.

Tips & Clue
항공편 34는 몇 시간 후에 이륙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되었다.

information desk 안내데스크

cancel 취소하다 

ticket holder 티켓 소지자

reschedule 일정을 변경하다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일치
Script
Have you ever looked up in the sky and seen a message written 
in white smoke? What you saw was skywriting. The smoke is 
generated by burning special oil inside the airplane. Each letter 
is about 1,000 feet long. This is a little longer than the size of a 
football field!

Q	What is true about skywriting?
① It is invisible.
② It’s special oil itself.
③ It is written on the ground.
④ It is written in very big letters.

Translation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하얀 연기로 쓰여진 메시지를 본 적이 있는가? 당신

이 본 것은 비행기로 공중에 글자를 쓴 것이다. 그 연기는 비행기 내부에서 

연소되는 특수한 기름에서 나온다. 글자 한 자는 길이가 약 1천 피트가 된다. 

이것은 축구장 하나의 길이보다 약간 긴 것이다!

Q 공중 문자에 대해 옳은 것은?

① 눈에 보이지 않는다. ② 특별한 기름 그 자체이다.

③ 땅에 쓰여진다. ④ 글씨가 아주 크다.

Tips & Clue
공중 문자에 대한 설명이다. 공중 글자는 기름 자체라기보다는 기름이 연소된 것

이다.

smoke 연기 

skywriting (비행기에 의한) 공중 문자 

generate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burn 연소하다, 태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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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 1  
Answer Key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③ 0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① 14 ② 15 ④

16 ① 17 ④ 18 ④ 19 ③ 20 ③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M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movie. 
W	 Me, too.
M	 We’re supposed to meet your friend Sally.
W	 Yes, I see her.
M	 Where is she?
W	 She’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theater.
M	 But there are 5 seats in that area.
W	 She’s the one in the middle seat farthest from the movie 

screen.
M	 Okay, I see her now.

Translation
남	 이 영화 정말 기대되요.

여	 저도 그래요.

남	 당신 친구 샐리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여	 네, 그녀가 보이네요.

남	 어디 있나요?

여	 그녀는 극장의 중간에 앉아 있어요.

남	 하지만 중간에는 5개의 좌석이 있어요.

여	 영화 스크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간 좌석에 있어요.

남	 알겠어요, 이제 보이네요.

Tips & Clue 
area 지역, 구역 

farthest [far의 최상급] 가장 먼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I’d like to tidy up your room.
 W	 Don’t worry, Jack. It’s already been cleaned.
② W	 Tommy, could you give me a hand?
 M	 Later, mom. I’m resting in my room. I’m too tired.
③ M	 Mommy, the vacuum cleaner is not working.
 W	 Let me check.
④ W	 If you don’t mind, could you cook dinner tonight?
 M	 I am busy at the moment with my homework, mom.

Translation
①  남	 네 방을 정돈하고 싶어.

 여	 걱정하지 마, 잭. 벌써 깨끗하게 청소했어.

②  여	 토미, 좀 도와줄래?

 남	 좀 이따가요, 엄마. 지금 제 방에서 쉬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③  남	 엄마, 진공 청소기가 작동이 안 돼요.

 여	 확인해 보자구나. 

④  여	 괜찮으면, 오늘 저녁 좀 준비할래?

 남	 저 지금 숙제하느라 바빠요, 엄마.

Tips & Clue 
청소기를 들고 있는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림이므로, 청소기(vacuum 

cleaner)와 관련된 대화를 찾으면 된다. 청소(clean, tidy up, clean up)와 관

련된 표현들도 나오지만, 그림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tidy up 정돈하다, 말끔히 치우다 

already 이미, 벌써 

give someone a hand ~를 돕다

vacuum cleaner 진공 청소기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ere are you going? Aren’t you supposed to be in the 

class now? 
M	 Well, I am. But the class has been canceled. I’m on my way 

to the gym to play some basketball.
W	 Why don’t you study for the test tomorrow if you’re got 

some spare time?
M	 Yes, I do have a test tomorrow. But I need to play basketball 

to relax a little.

Translation
여	 어디 가니? 지금 수업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니? 

남	 맞아. 하지만 수업이 취소됐어. 농구 좀 하려고 체육관에 가는 중이야. 

여	 시간이 남으면 내일 시험 공부를 하지 그래?

남	 응, 내일 시험이 있긴 해. 하지만 농구를 하면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어.

① 그는 농구 선수이다.

② 그는 수업을 취소했다.

③ 그는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다.

④ 그는 휴식이 필요하다.

Tips & Clue 
cancel 취소하다 

on one’s way to ~로 로 가는 중인

spare time 여유 시간

04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The weather forecast says that it will be sunny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Sally?
W	 I’m going to a jazz concert and going shopping. How about 

you, Bill?
M	 I don’t know. I might go see a movie or I might go to a 

party. What do you suggest I do?
W	 If I were you, I would go to the party. Have fun. 

Translation
남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화창할 거래요. 내일 무슨 계획있어요, 샐리?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여	 재즈 공연에 갔다가 쇼핑하러 갈 거에요. 당신은요, 빌?

남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파티에 갈 것 같아요. 뭘 하면 좋을

까요?

여	 내가 당신이라면, 파티에 가겠어요. 재미있게 지내세요. 

① 영화 보러 가기 ② 콘서트 가기 

③ 파티에 가기	 ④ 쇼핑하러 가기 

Tips & Clu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have fun 즐겁게 지내다

05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Is Little Falls your hometown?
M	 No, I’m from Chicago. I might move back to Chicago. I 

like living in a big city.
W	 I do, too.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living in big 

cities. Public transporting, good shopping are some of the 
advantages.

M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too.
W	 And more jobs are available in big cities as well.

Translation
여	 리틀 폴스가 당신의 고향입니까?

남	 아니요, 저는 시카고 출신입니다. 저는 시카고로 다시 이사를 갈 것 같

아요.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거든요.

여	 저도 그래요. 대도시에서 사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죠. 대중 교통, 편리

한 쇼핑 등이 장점 중 일부에요.

남	 가 볼 곳도 많습니다.

여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일자리도 많고요.

Tips & Clue 
move back to ~로 다시 이사가다

advantage 장점

public transporting 대중 교통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Has this week’s work schedule been posted yet? 
M	 Yes. I have a very tight schedule this week.
W	 Is that so? What is your schedule like? 
M	 On Monday, Tuesday, and Wednesday, I start at 9 o’clock. 

On Thursday and Friday, I must be at work by 8 o’clock.

Translation
여	 이번 주 업무 스케줄이 나왔나요?

남	 네. 이번 주는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네요.

여	 그래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데요?

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9시에 업무를 시작해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는 8시까지 와야 하구요. 

Tips & Clue 
남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9시에 일을 시작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8시까

지 와야 한다고 말한다.

post ~을 게시하다, 공고하다

tight 빡빡한, 가득 메운

07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We’re waiting for a table.
M	 Did you make a reservation?
W	 Yes, I did.
M	 Can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W	 Yes. Jackson.
M	 Ms. Jackson, a party of four. You came a little early.  

The reservation was for 7:30.
W	 That’s correct. Do we have to wait for long?
M	 Fortunately, we have a table available now. Please follow 

the host and he’ll seat you.

Translation
여	 테이블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	 예약을 하셨나요?

여	 네, 했어요.

남	 성을 알려 주시겠어요?

여	 네. 잭슨입니다.

남	 잭슨 양, 일행은 4명이시구요. 좀 일찍 오셨네요, 7시 30분 예약이셨는

데요.

여	 맞아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남	 운이 좋게도, 지금 테이블이 있네요. 직원을 따라 가시면 그가 자리를 

안내 해드릴 거에요.

① 식당        ② 도서관        ③ 병원        ④ 오페라 하우스   

Tips & Clue 
wait for a table 자리를 기다리다

party 일행

fortunately 다행히도, 운 좋게도 

host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

seat ~을 착석시키다, 앉히다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Mr. Johnson, have you finished the report for the seminar 

tomorrow?
M	 I’ve been working on it for a month. I’m almost finished, 

but there’s a slight problem.
W	 Really? What’s wrong?
M	 I need to have access to the Internet for some information. 

But we seem to be having a problem with the Internet 
connection.

Translation
여	 존슨 씨, 내일 세미나 때 필요한 보고서 끝냈나요?

남	 한 달 동안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내 가는데, 한 가지 사소한 문제

가 있어요.

여	 그래요? 뭐가 문제인데요?

남	 자료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

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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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slight 가벼운, 사소한

have access to ~을 이용하다, 접하다

connection 연결, 접속

09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W	 Excuse me, sir. Could you remove any pens, watches, or 

coins and walk through the magnetic detector again?
M	 I just did. Are there any problems?
W	 I still need to check one more time, please.
M	 But I’m trying to catch a flight!
W	 I’m sorry, but the regulations require all passengers to pass 

the security check.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펜이나 시계 혹은 동전을 꺼내시고 검사대를 다시 통과해 

주시겠습니까?

남	 지금 막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	 하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야 해요!

여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모든 승객들은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① 의사 - 환자 ② 남편 - 아내

③ 안전 요원 - 승객 ④ 경찰 - 운전자  

Tips & Clue
remove 제거하다, 치우다 

work through ~를 통과해 걷다

magnetic detector 자기 검사기

regulation 규정, 규제 

require 요구하다 

security check 보안 검색

10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Tommy! What are you doing here?
M	 I’m waiting for Susan.
W	 What time are you supposed to meet her?
M	 I was supposed to meet her at 6:30.
W	 But it’s already quarter past seven now. I don’t think she is 

going to show up.

Translation
여	 토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남	 수잔을 기다리고 있어.

여	 몇 시에 수잔을 만나기로 했어?

남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 

여	 하지만 지금 벌써 7시 15분이야. 그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Tips & Clue
현재 시간(7:15)과 만나기로 한 시간(6:30)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quarter past seven 7시 15분

show up 나타나다

11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Catherine, you don’t look too happy. What’s the matter?
W	 My friends make fun of me because I’m too fat.
M	 Really? I don’t think you are fat. You look pretty good to 

me.
W	 I really wish I could lose some weight. How do I do that?
M	 Then, why don’t we exercise together? I also want to stay 

in shape myself.

Translation
남	 캐서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니?

여	 친구들이 제가 너무 뚱뚱하다고 놀려요.

남	 정말? 아빠는 네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눈에는 괜찮은데. 

여	 정말로 살을 좀 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남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어떠니? 나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단다.

Tips & Clue
make fun of ~을 놀리다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exercise 운동하다 

stay in shape 건강을 유지하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i, Teresa. What are you doing here in the library?
W	 I am looking for a book on American Presidents.
M	 American Presidents? Which presidents do you respect the 

most?
W	 President Lincoln, the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really admire him.
M	 So do I. He is a real American hero.
W	 I’m so sad that such a great President was killed by an 

assassin.
M	 Yes, that’s a real shame.

Translation
남	 안녕, 테레사.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여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책을 찾고 있어.

남	 미국 대통령? 어느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니?

여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그를 정말 존경해.

남	 나도 그래. 그는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야.

여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니 정말 슬픈 일이야.

남	 그래, 부끄러운 일이지.

Tips & Clue
대화에서 여자가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을 찾아주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respect 존경하다

admire 감탄하다, 숭배하다

assassin 암살자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 was your trip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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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caught a big one. 
M	 Did you take a picture of it?
W	 Here, look. It’s really big, isn’t it?
M	 Yes, and thos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are beautiful.
W	 We walked up to the top in the afternoon.
M	 Is that where you had lunch?
W	 Yes. We emptied our picnic basket.

Translation
남	 어제 여행은 어땠나요?

여	 대어를 잡았어요.

남	 그것의 사진을 찍었어요?

여	 여기요, 보세요. 정말 크지요?

남	 네, 그리고 뒷 배경으로 나온 산들이 아름답군요.

여	 우리는 오후에 산 정상까지 걸어갔어요.

남	 거기서 점심을 먹었나요?

여	 네. 소풍 바구니에 가져 간 것을 다 먹었어요.

① 자전거 타기 ② 낚시  

③ 사진 찍기 ④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Tips & Clue 
산에 오른 것이 자전거를 타고 오른 것이 아니다. 

take a picture of ~의 사진을 찍다

background 배경

empty 비우다

14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W	 Thank you for the fine work.
M	 You’re welcome. I really enjoyed the kids.
W	 Many students have told me that you are a great teacher. 

Keep up the good work. 
M	 Thank you. I’m happy to have the opportunity to do what I 

always wanted to do.
W	 That makes two of us.

Translation
여	 일을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남	 아니에요.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	 많은 학생들이 당신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열심히 하

시기를 바랍니다.

남	 감사합니다. 늘 원했던 일을 하게 되어서 기뻐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ips & Clue 
학생들이 언급되어 있고, 여자가 남자의 성과를 칭찬하고 있다. 

opportunity 기회

That makes two of us. 나도 마찬가지다.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ow’s the weather in Seoul?
M	 Actually it’s quite cold in the winter. And it’s hot and humid 

in summer.

W	 What is winter like?
M	 It’s quite cold and snows a lot.
W	 I don’t like cold weather. When is the best time to visit 

Seoul?
M	  

Translation
여	 서울의 날씨는 어때?

남	 사실 겨울엔 꽤 추워. 그리고 여름은 덥고 습하고.

여	 겨울 날씨는 어때?

남	 꽤 춥고 눈도 많이 와.

여	 난 추운 날씨는 싫어. 서울을 방문하려면 언제가 가장 좋아?

남	    

① 왜 서울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② 서울이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야.

③ 겨울이 가장 좋아.

④ 일년 중 봄이 가장 좋은 계절이야.

Tips & Clue
의문사 when에 적절한 응답을 찾아야 한다. 여자가 추운 날씨는 싫다고 하였으

므로 ③은 정답이 될 수 없다.

quite 꽤, 상당히   

humid 습한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W	 May I speak with Mr. Tate, please?
M	 Mr. Tate isn’t here right now. Perhaps I can help you.
W	 This is Mrs. Green at Pizza Palace. I wanted to find out how 

many people are expected to show up for lunch tomorrow.
M	 I am guessing about thirty, but Mr. Tate would know for 

sure. 
W	 Would you ask him to give me a call?  
M	 Yes. I’ll do that.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여	 테이트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테이트 씨는 지금 안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	 저는 피자 팰리스의 그린이라고 합니다. 내일 점심에 몇 명이나 오실 예

정인지 알아보려구요.

남	 30명 정도인 것 같은데, 테이트 씨가 확실히 알 거에요.

여	 그분에게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해주시겠어요? 

남	 네, 그럴게요. 

① 그가 당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②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③ 그분이 당신에게 전화 걸 시간이 있는 게 확실하나요?

④ 얼마 동안 끊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Tips & Clue 
남자는 테이트 씨에게 여자한테 전화하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테이트 씨가 여자

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perhaps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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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xpected to ~할 것으로 예상되다

for sure 확실히

repeat ~을 되풀이해서 말하다

on hold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의

1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Hello, Ms. Baker. This is Fred’s Footwear. We’re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the merchandise you ordered has arrived. Please 
pick up your shoes within the next seven days. If you don’t 
think you can pick up your merchandise in time, please call us. 
Our phone number is 441-8563. Have a nice day.

Translation
안녕하세요, 베이커 양. 프레드 신발 가게입니다. 주문하신 제품이 도착했

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전화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신발을 찾아 가세

요. 만약에 그때까지 오시지 못한다면, 저희에게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441 - 8563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메시지

수신 : ① 베이커 양

발신 : ② 프레드 신발 가게 

메시지 :  ③ 당신이 주문한 신발이 도착했다. 

④ 주문을 하려면 상점에 전화를 해라.

Tips & Clue
footwear 신발

merchandise 상품

within (시간, 거리, 수량, 정도 따위가) ~이내에

in time 제 때에

place an order 주문하다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ttention all passengers for flight 31 to Chicago.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 are flying through some bad weather at 
the moment. Please make sure that you have your seat belt 
fastened. Also, please return your seat back to the upright 
position. Lastly, please make sure that the meal tray is back to 
its original posi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ranslation
시카고행 비행편 31의 승객 여러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 비행

기의 기장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현재 악천후 속을 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좌석을 

바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식사용 테이블을 원래의 위치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ips & Clue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이라는 문장을 듣고, 기장의 기내 안내 방송인 

것을 알 수 있다.

captain [배, 비행기 등의] 기장

at the moment 현재, 이 순간에 

have one’s seat belt fastened ~의 안전벨트를 메다

upright 똑바로 선, 수직의 

meal tray 식사대

cooperation 협조

1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Americans usually eat very quietly. If someone eats with their 
mouth open, people usually would think that the person is 
being rude. When you chew, you should try not to make a loud 
noise.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you are drinking a beverage 
or eating soup. Also, you should try not to speak with your 
mouth full.

Translation
미국인들은 보통 조용하게 식사한다. 만일 누군가가 입을 다물지 않고 밥을 

먹을 경우, 보통 그 사람을 무례하다고 여긴다. 음식을 씹을 때는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음료나 수프를 먹을 때 특히 그렇다. 입안에 음식이 가득

한 채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ips & Clue 
quietly 조용하게

with one’s mouth open 입을 벌린채로

rude 무례한

chew 씹다

beverage 음료수 

with one’s mouth full 입안에 음식이 가득한 채로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수학
Script
Four out of five applicants passed the written test for driving 
permits. And of those four people, one person failed the road 
test. What fraction of the total applicants passed both the 
written and the road test?

Translation
5명의 지원자 중 4명이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했고, 필기 시험에 합격

한 4명 중 1명이 도로 주행 시험에서 떨어졌다. 필기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

을 모두 통과한 지원자의 합계를 분수로 나타내면?

Tips & Clue 
5명 중 3명이 두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므로 정답은 3/5이다.

applicant 지원자, 응시자

permit 허가, 허가증

fraction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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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2 
Answer Key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③,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③ 10 ④

11 ③ 12 ③ 13 ③ 14 ① 15 ②

16 ② 17 ① 18 ④ 19 ① 20 ④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I’m glad we came to the graduation ceremony.
M	 I agree with you.
W	 Isn’t your sister Tina graduating also?
M	 Yes, that’s right.
W	 Where is she? I can’t see her.
M	 She’s in the middle seat.
W	 There are four rows with people in the middle.
M	 I know. She’s in the second row from the door. 
W	 Okay. I see her now. 

Translation
여	 우리가 졸업식에 오게 되서 기뻐.

남	 맞아.

여	 네 여동생(누나) 티나도 졸업하지 않니?

남	 응, 맞아.

여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남	 중간 좌석에 앉아 있어.

여	 중간 좌석에는 사람들이 네 줄로 앉아있어.

남	 알아. 그녀는 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

여	 그래. 이제 보인다.

Tips & Clue 
graduation ceremony 졸업식 

row 줄, 열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You’ve ruined my shirt!
	 W	 	It’s not my business, sir. I don’t know where that stain 

came from.
② W	 I just spilled milk on the table.
	 M	 That’s all right. I will clean it up.
③ M	 I’m sorry, but I forgot my wallet.
	 W	 You need to pay the bill today.
④ W	 How may I help you?
	 M	 I want my watch repaired.

Translation
① 남	 당신이 내 셔츠를 망쳐놨어요!

	 여	 	제가 알바 아니죠, 손님. 그 얼룩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② 여	 방금 식탁에 우유를 쏟았어.

	 남	 괜찮아. 내가 닦을게.

③ 남	 죄송합니다만 깜박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여	 오늘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④ 여	 뭘 도와드릴까요?

	 남	 시계를 수선하고 싶어요.

Tips & Clue 
그림과 일치하는 대화를 찾는 문제다. 두 사람이 세탁소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 

세탁소와 관련된 키워드로 shirt, stain이 들어 있는 대화를 찾으면 된다. 

ruin 망치다, 못쓰게 만들다 

stain 더러움, 얼룩, 오점 

spill 엎지르다, 흩뜨리다 

clean up 깨끗이 치우다, 청소하다, 정리하다

bill 계산서, 청구서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on’t you think President Bush is going a little too far with 

his policy against terrorism?
W	 I don’t think so after what I saw on 9/11.
M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but I think he should learn 

to pace himself. 
W	 You’ve got a point there, but something has to be done 

about the worldwide terrorism. And I’m in full support of 
him. 

Translation
남	 부시 대통령의 테러 대응 정책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여	 9월 11일에 일어난 일을 본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남	 나도 동의하지만, 대통령은 속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

여	 일리는 있지만, 국제적인 테러에 대해 뭔가를 해야만 해. 그리고 난 대

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해.

Tips & Clue 
남자는 테러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go too far 지나치다, 너무하다 

policy 정책 

against ~에 대항해서

terrorism 폭력 행위, 테러 행위

pace oneself 속도를 조절하다

have (got) a point 일리가 있다 

worldwide 세계적인

in (full) support of ~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0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Why aren’t you doing your homework? 
M	 I’ll do it later, mom. I need to tune my guitar first. We are 

playing in a concert on Sunday.
W	 You can practice all you want on Saturday. But today, you 

do your homework.
M	 I promise I’ll do my homework afte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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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왜 숙제를 안 하고 있니?

남	 나중에 할게요, 엄마. 우선 기타를 조율해야 해요. 일요일에 콘서트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여	 토요일에는 네가 원하는 만큼 연습을 해도 돼. 하지만 오늘은 숙제를 해라.

남	 이걸 하고 나서 꼭 숙제를 할게요.

Tips & Clue 
남자는 콘서트 준비를 해야 해서 나중에 숙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문맥상 남

자에게는 숙제보다 콘서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une 조율하다

do one’s homework 숙제를 하다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 would you like our reports to look, Mrs. Walters?
W	 First, they should be double-spaced and computer printed.
M	 What else do you require?
W	 Allow a one-inch margin at the top, bottom, and sides. Also, 

each page should be numbered on the top right corner.  

Translation
남	 리포트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월터즈 선생님?

여	 우선 행간을 한 줄씩 띄고,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야 합니다. 

남	 그밖에 다른 것은요?

여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양 옆에 1인치 여백을 주세요. 또한, 각 페이지 우

측 상단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야 하구요.

Tips & Clue
double-spaced 줄 사이에 한 줄 공간이 있는

require 요구하다 

margin 여백, 공간, 여분

06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M	 The space shuttle hasn’t been launched yet, right?
W	 No, there’s been a delay. It will be launched 20 minutes 

from now.
M	 Wasn’t it supposed to be launched 35 minutes ago?
W	 That’s right. It was scheduled to be launched at 6:55. 
M	 In twenty minutes? Well, at least we won’t have to wait too 

long. 
W	 That’s true.

Translation
남	 우주 왕복선이 아직 발사되지 않았지? 

여	 응, 시간이 늦춰졌어. 지금부터 20분 후에 발사될 거야.

남	 35분 전에 발사됐어야 하는 거잖아?

여	 맞아. 6시 55분에 발사 예정이었지.

남	 20분 후? 음, 적어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않겠네.

여	 맞아.

Tips & Clue
35분 전에 발사될 예정이었고, 그 시각이 6:55분이므로 현재 시각은 7:30분이다.

space shuttle 우주 왕복선

be launched 발사되다

delay 지연, 연기

at least 적어도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Who wrote these poems?
W	 They’re the work of Robert Frost.
M	 I think his poems are boring. They’re about everyday things. 

Do you like them?
W	 No, not really.
M	 But many people think he is an excellent poet.
W	 That’s because he helped the readers find the little ordinaries 

of life to be amazing.
M	 Yes. He is one of America’s greatest poets.

Translation
남	 누가 이 시를 썼니?

여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야.

남	 그의 시는 따분한 것 같아. 일상 생활에 관한 시잖아. 너는 좋아하니?

여	 아니, 별로.

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뛰어난 시인이라고 생각해.

여	 그건 그가 독자로 하여금 소소한 일상을 놀랍게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

문이야.

남	 그래. 그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들 중 한 명이지.

Tips & Clue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평범한 것을 놀랍게 보이도록 했다.

poem 시

boring 지루한

poet 시인

ordinary 보통의 일 

amazing 놀라운

08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Look what you’ve done! You spilt sauce all over my brand-

new pants.
W	 I’m terribly sorry, sir. If you would like to have it cleaned 

and send us the bill, we will be more than happy to take 
care of it.

M	 It’s all right. It was only an accident.
W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I’d like to offer you a 

free meal ticket for your next visit.

Translation
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내 새 바지에 소스를 다 엎질렀잖아요.

여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세탁을 맡기시고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처리해 드릴게요.

남	 괜찮아요. 단지 사고였는데요.

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문시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식사권

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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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여자는 남자에게 옷을 세탁을 맡긴 뒤 영수증을 보내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

하고 있다.

bill 청구서, 계산서

free meal ticket 무료 식사권

09	 문제유형	:	관계	파악
Script
W	 Excuse me, is this your car?
M	 Yes, it is.
W	 I’m sorry, but I will have to give you a ticket for parking 

illegally.
M	 You mean I can’t park here?
W	 No, unless you have a special permit.
M	 I don’t see any signs around here.
W	 Yes, it’s posted right over there.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당신 차인가요?

남	 네, 그런데요.

여	 죄송합니다만, 불법 주차로 딱지를 끊어야겠습니다.

남	 여기 주차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여	 네, 특별 주차 허가증이 있지 않는 한은요.

남	 주변에서 그런 표시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여	 네, 저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① 검표원 - 손님 ② 의사 - 환자 

③ 경찰관 - 시민 ④ 비서 - 사장 

Tips & Clue
illegally 불법적으로 

unless ~하지 않는 한

special permit 특별 허가증

post 게시하다, 공지하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What’s your occupation?
	 M	 I’m a doctor working at City Hospital.
② W	 What is the exchange rate today? 
	 M	 It’s 950 won to one US dollar.
③ W	 Is someone sitting in that seat?
 M	 Yes, my friend will be back soon.
④ W	 I’m sorry, I didn’t know you were here.
 M	 Please wait for me there. I’ll be there in an hour. 

Translation
① 여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남	 시립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② 여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	 1달러당 950원 입니다. 

③ 여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남	 네, 제 친구가 곧 돌아올 거에요.

④ 여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남	 거기서 기다려 주세요. 1시간 안으로 갈게요.

Tips & Clue
occupation 직업, 직장

City Hospital 시립병원

exchange rate 환율

1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계산
Script
M	 I’d like to buy a new watch.
W	 How about this one? 
M	 That’s a nice watch. How much is it?
W	 The regular price is $35, but I’ll give you a 40% discount.
M	 Okay, I’ll take it. Do you take credit cards here?
W	 Yes, we do.

Translation
남	 시계를 새로 사고 싶습니다.

여	 이건 어떠세요? 

남	 좋은 시계네요. 얼마에요?

여	 원래 가격은 35달러이지만, 40% 할인해 드릴게요.

남	 알겠습니다, 이걸로 살게요. 여기 신용카드 받나요?

여	 네, 받습니다.

Tips & Clue 
$35 X 0.6 = $21이다.

regular price 정상 가격

I’ll take it. 그것을 살게요.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Jackie, I hear you and Russell got engaged at last.
W	 Yes, we did. We are getting married in autumn.
M	 That sounds lovely. Where is the wedding going to be?
W	 Umm... Well, we’re not sure yet, probably in San Francisco.
M	 Oh, yes, you told me your parents and relatives live there. 

By the way, where are you going to settle down?
W	 We want to buy a small house somewhere in Santa Monica.

Translation
남	 재키, 마침내 러셀하고 약혼했다고 들었어.

여	 응, 그래. 가을에 결혼할 거야.

남	 너무 좋겠다. 어디서 결혼식을 할 거니?

여	 음...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거야.

남	 아, 맞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거기 산다고 말했지. 그런데 어디에 정착

할거니?

여	 산타모니카에 작은 집을 사고 싶어.

Tips & Clue 
여자는 산타모니카에 작은 집을 사고 싶다고 말한다.

get engaged 약혼하다 

get married 결혼하다

probably 아마

relative 친척

settle down 정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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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ey, my mother is here. Can you see her? 
W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Which one is she?
M	 Well, let me give you a clue. She is holding a brochure. 
W	 There must be at least six women holding a brochure. Is she 

the one in the jacket?
M	 No, she isn’t. I think she is asking for directions right now.
W	 Oh, now I see her. 
M	 Come on.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Translation
남	 어머니가 오셨어. 보이니? 

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어느 분이니? 

남	 음, 힌트를 줄게. 안내 책자를 들고 계셔. 

여	 안내 책자를 들고 있는 여자가 족히 6명은 되는데. 재킷를 입고 계신 분

이니? 

남	 아니야. 지금 길을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	 아, 이제 보인다.

남	 이리와. 가서 인사드리자.

Tips & Clue 
대화 후에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를 찾았으므로(now I see her) ③이 답이다.

brochure 안내책자 

ask for directions 길을 묻다 

say hello to ~에게 인사하다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Good morning. Can I see your ticket, please?
M	 Yes. Here it is.
W	 Do you have any luggage?
M	 Yes. I have one suitcase.
W	 You can set it down here.
M	 Can I carry it with me? It isn’t that heavy.
W	 No, I’m afraid you can’t.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표를 보여 주시겠어요?

남	 네. 여기 있습니다.

여	 짐이 있습니까?

남	 네. 여행 가방이 하나 있어요.

여	 여기에 내려 놓으세요.

남	 들고 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요.

여	 죄송하지만 안됩니다. 	     

① 기내 휴대 수화물로 너무 큽니다.

② 비행기는 3분 후에 이륙할 것입니다.

③ 그것은 비쌉니다.

④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Tips & Clue 
luggage 수화물, 짐 

suitcase 여행 가방 

carry-on 기내 휴대 수화물

depart 떠나다, 출발하다, 이륙하다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Any luck with your physics problems?
M	 No, I still can’t solve these.  
W	 What don’t you understand?
M	 I can’t understand the law of motion. 
W	 Maybe I can help you on that.
M	 Thanks. 

Translation
여	 물리 문제 푸는 거 잘됐니?

남	 아니, 이 문제들을 여전히 못 풀겠어.

여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	 운동의 법칙이 이해가 안돼.

여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남	 고마워. 

① 기회를 얻었어. ② 속수무책이었거든.

③ 나도 알 만큼은 알아. ④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 

Tips & Clue
Any luck with ~? ~는 잘됐니?

physics 물리학

law of motion (뉴턴의) 운동의 법칙

have(get) one foot in the door 기회를 얻다, 잽싸게 끼어들다 

be at the end of one’s rope 진퇴양난에 빠지다, 속수무책이다

be not born yesterday 애송이가 아니다, 경험이 풍부하다 

Every dog has his day.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16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소재	
Script
The Royal Tyrrell Museum is located in Alberta, Canada. The 
National Dinosaur Museum is in Canberra, Australia. These 
museums are very famous for dinosaurs. They have a variety of 
programs and exhibits about dinosaurs. 

Translation
로얄 타이렐 박물관은 캐나다 알버타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 공룡 박물관은 

호주 캔버라에 있다. 이 박물관들은 공룡들로 유명하다. 그 곳에는 공룡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전시품이 있다.

Tips & Clue
be located 위치하다

dinosaur 공룡

be famous for ~으로 유명하다

exhibit 전시품 

17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City traffic control has announced that due to heavy rain 
citizens are requested to avoid driving until further notice. Road 
conditions are very poor because of the heavy rain and driving 
can be extremely dangerous. Highway 66 has been closed from 
11 a.m.

Translation
시내 교통 통제소는 폭우로 인해 시민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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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가하라고 발표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도로 상태가 아주 나빠서 운전하

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66번 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폐쇄되었습니다. 

① 시내 교통 통제 ② 시민들 

③ 위험한 도로 상태	 ④ 운전 

Tips & Clue 
city traffic control 시내 교통 통제

announce 알리다, 공고하다 

citizen 시민, 민간인, 일반인 

avoid 피하다, 무효로 하다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extremely 극히, 매우 

harzardous 해로운, 위험한 

1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is is a game played on a rectangular table with six pockets. 
It’s a game played with a cue stick, a cue ball and 15 colored 
balls. To win, a player must pocket all the balls ahead of the 
opponent.

Translation
이것은 6개의 포켓이 있는 직사각형의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임이다. 이 게

임은 큐 스틱과 큐 볼, 그리고 색깔이 있는 15개의 공으로 진행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먼저 모든 공을 포켓에 넣어야 한다.

Tips & Clue
rectangular 직사각형

pocker (공)을 포켓에 넣다

ahead of ~보다 앞서서

opponent 적수, 상대방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new Royal Hotel is a 10 minute drive from downtown. It’s 
located at a perfect spot overlooking the Caribbean Sea. It is the 
largest hotel in Belize with 118 rooms, all equipped with air-
conditioners, TVs, and telephones. The hotel also has excellent 
restaurants, a large swimming pool, gift shops, a beauty salon, 
and a tour information desk.

Translation
새로 개업한 로얄 호텔은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카리

브 해가 내려다보이는 완벽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텔은 118개의 객

실을 갖춘 벨리즈에서 가장 큰 호텔이며,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 TV, 전화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는 근사한 식당, 대형 수영장, 선물 가게, 미용실, 

그리고 관광 안내데스크도 있습니다.

Tips & Clue 
spot 장소, 지점 

overlook 내려다보다

Caribbean Sea 카리브 해 

equipped with ~의 장비를 갖춘

beauty salon 미용실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제목
Script
The black panda eats many different things. Some of the things 
he eats are fruits and caterpillars. The panda usually eats three 
times daily.

Q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ragraph?
① Fruits
② What Caterpillars Eat
③ Mating of the Black Panda
④ Eating Habits of the Black Panda

Translation
검은 팬더는 여러 가지를 먹는다. 검은 팬더가 먹는 음식에는 과일과 애벌레들도 

있다. 팬더는 보통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한다. 

Q 지문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일  ② 애벌레들이 먹는 것

③ 검은 팬더의 짝짓기  ④ 검은 팬더의 식습관

Tips & Clue
caterpillar 모충, 애벌레 

daily 매일

mating 짝짓기

eating habit 식습관

TEST 13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① 07 ④ 08 ④ 0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④ 18 ② 19 ④ 20 ④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Excuse me, may I help you?
W	 Yes, I am looking for a cellular phone. Do you carry the 

latest models?
M	 Well, I think this one over here is popular these days.
W	 Can I have a look?
M	 Sure. You simply slide it up to answer or make the calls.
W	 Wow, that’s very nice and handy. How much is it?
M	 Four hundred and fifty dollars plus the connection fee.
W	 OK, I will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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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네, 휴대전화를 찾고 있어요. 최신 모델이 있나요?

남	 여기 이 제품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여	 좀 봐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전화를 받거나 걸 때 그냥 밀어 올리면 됩니다.

여	 와, 아주 멋지고 사용하기 편하네요. 얼마죠? 

남	 개통비를 제외하고 450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이걸로 살게요.

Tips & Clue 
latest 최신의

have a look 구경하다

slide up 밀어올리다

make the call 전화를 걸다

handy 편리한, 다루기 쉬운

connection fee 개통비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W	 Can you give me a ride downtown?
	 M	 I’m sorry. I am not going that way.
② M	 Hold on to the strap!
	 W	 I’m so nervous.
③ W	 I’d like to own my own business.
	 M	 Just go ahead and do what you want.
④ M	 You don’t look very well. Are you feeling all right?
	 W	 No, not really.

Translation
① 여	 시내까지 좀 태워 주시겠어요?

	 남	 미안합니다만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② 남	 고삐를 꽉 잡으세요!

	 여	 너무 긴장돼요. 

③ 여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남	 망설이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세요.

④ 남	 안색이 안 좋은데요. 괜찮으세요?

	 여	 아뇨, 별로요.

Tips & Clue 
그림은 승마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승마와 관련된 단어 strap(고삐)을 놓치지 말

아야 한다. 혼돈을 주는 단어로 ride, run 등에 유의해야 한다. 

strap 가죽 끈, 혁대 

go ahead 앞으로 나아가다, 추진하다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Can you recommend any good restaurants downtown with 

a reasonable price?
M	 Try the Mexican restaurant, La Fajita. It’s not as expensive 

as other places. The interior decoration is fabulous, though.
W	 How about the quality of food?
M	 Hmm. I didn’t find it any particularly different from other 

Mexican restaurants, but you get more quantity than most 

of the places I’ve been to.

Translation
여	 시내에 적당한 가격에 음식이 먹을 만한 식당을 추천해 줄래?

남	 ‘라 파히타’라는 멕시코 식당에 가봐. 다른 식당들에 비해 비싸지 않아. 

그래도 실내 장식이 멋져.

여	 음식의 질은 어떤데?

남	 흠. 음식은 다른 멕시코 식당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데, 내가 가본 다

른 식당들보다 양은 더 많아.

① 그는 그녀가 멕시코 음식을 먹어보길 원한다.

② 라 파히타의 음식은 다른 곳 만큼 싸지 않다.

③ 실내 디자인이 꽤 성의있다.

④ 음식의 질은 다른 곳과 같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

Tips & Clue 
남자는 ‘라 파히타’가 다른 식당들보다 비싸지는 않다(not as expensive as 

other places)고 말하고 있다.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interior decoration 실내 장식

fabulous 근사한

particularly 특별히

quantity 양, 수량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haven’t seen you around school lately.
W	 You know that I joined the drama club.
M	 I guess the drama club really has kept you busy practicing.
W	 Yes, I’ve been practicing for the past three months and it’s 

fantastic.
M	 Sounds great. By the way, I heard that you got a part in the 

play.
W	 Yes, I did. I’ll be playing the leading role.

Translation
남	 너 요새 학교에서 잘 안보이더라.

여	 너도 알다시피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잖아.

남	 연극 동아리에서 연습하느라 무척 바쁜 모양이구나.

여	 맞아, 지난 3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정말 굉장해.

남	 잘 됐다. 그런데 연극에서 배역을 맡았다며.

여	 응. 주연으로 출연할 거야.

Tips & Clue
남자가 배역을 맡았는지 물어보는 말에 여자는 주연을 맡았다고 답하고 있다.

drama club 연극 동아리

fantastic 굉장한

get a part in the play 연극에서 배역을 따내다

leading role 주연

05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One ticket, please.
W	 Adult or child?
M	 Adult, please.
W	 For which show,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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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hat are the show times for today?
W	 It runs two times a day, at 2:00 p.m. and 5:00 p.m.
M	 I would like one for 2:00 p.m., please.
W	 Here’s your ticket. Enjoy the show!

Translation
남	 표 한 장 주세요.

여	 어른인가요, 아이인가요?

남	 어른입니다. 

여	 몇 회 공연으로 드릴까요?

남	 오늘 공연 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	 오후 2시와 5시, 하루에 두 번 공연합니다.

남	 오후 2시 표로 주세요.

여	 표 여기 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① 호텔 ② 별채  

③ 왕실 ④ 극장

Tips & Clue
ticket, show time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

소가 극장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run 계속 공연하다

outhouse 부속 건물, 별채

play house 극장

06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I heard that you’re taking a biology class this year.
W	 Yes, didn’t I tell you? Dr. Smith is teaching the class.
M	 Really? What days are the classes?
W	 It’s Tuesdays and Thursdays, from 12:00 to 1:30.
M	 How do you like it so far?
W	 I’ve been very pleased. His lectures are getting more 

interesting. Also, I really like the lab experiments.

Translation
남	 너 올해 생물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어.

여	 응, 내가 말 안했어? 스미스 박사님이 강의하시거든.

남	 정말?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는데?

여	 화요일과 목요일, 12시부터 1시 반까지야.

남	 수업은 어때?

여	 매우 만족해. 스미스 박사님의 강의가 점점 재미있어져. 또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들이 마음에 들어.

① 놀란      ② 기쁜      ③ 흥미로운      ④ 만족한   

Tips & Clue 
biology 생물학

pleased 기쁜, 만족한

lab experiment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07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Do you have these shoes in different colors? 
	 W	 I’m sorry. That’s all we have right now.
② M	 I’m glad that it finally stopped raining.

	 W	 Yes, let’s go to the park. 
③ M	 What time does the subway train get here?
	 W	 You just missed one.
④ M	 What drinks do you have? 
	 W	 We’re out of fruit juice and sodas.

Translation
① 남	 이 신발 다른 색깔로 있나요?

 여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에요.

② 남	 마침내 비가 그쳐서 기뻐요.

 여	 네, 우리 공원에 가요.

③ 남	 지하철이 여기 몇 시에 도착합니까?

 여	 방금 한 대 놓치셨네요.

④ 남	 어떤 음료가 있죠?

 여	 과일 주스와 소다가 다 떨어졌네요.

Tips & Clue 
음료수 종류를 물어보는데 과일 주스와 소다가 다 떨어졌다고 대답하는 것은 부

적절하다. 

miss 놓치다

be out of ~가 다 떨어지다

08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I need a new hat. Do you sell hats here?
W	 Yes, we do. What color do you want? 
M	 Red. It’s my favorite color.
W	 How about this hat? Do you like it?
M	 Well, I like it, but it’s too fancy. I like plain hats.
W	 I’m sorry. We don’t have any in stock right now.

Translation
남	 모자가 새로 필요해요. 여기 모자 파나요?

여	 네, 팝니다. 어떤 색을 찾으세요?

남	 빨간색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여	 이 모자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남	 음, 좋은데 너무 화려하네요. 저는 평범한 모자가 좋거든요.

여	 죄송합니다. 지금은 재고가 없네요.

Tips & Clue 
fancy 장식이 많은, 화려한

plain 평범한

in stock 비축되어, 재고로

09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We should meet again next Friday.
M	 Okay. Where should we meet?
W	 At Burger King next to the subway exit number 3.
M	 At what time?
W	 How about at half past 7?
M	 Can you make it 20 minutes earlier?
W	 Fine with me. I’ll see you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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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자.

남	 그래. 어디서 만날까?

여	 지하철 3번 출구 옆에 있는 버거킹에서 보자.

남	 몇 시에?

여	 7시 반 어때?

남	 20분 일찍 만날 수 있니?

여	 좋아. 그때 보자.

Tips & Clue 
7시 30분(half past 7)보다 20분 일찍 만나자고 했으므로 7시 10분을 말하고 있다.

next to ~옆에

half past seven 7시 30분

10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So, how do you like your new house?
W	 It’s great. It’s much nicer than living in an apartment.
M	 Really? Why is that?
W	 Well, for one reason, there is a yard in the front and rear. 

Also, it’s quieter than the apartments.
M	 And you don’t have to pay rent every month. You own it 

now. 
W	 I agree. And there is lots of space for the kids.

Translation
남	 새 집은 어때요?

여	 좋아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남	 정말요? 왜요?

여	 이유를 하나 듣자면 앞뜰과 뒤뜰이 있거든요. 또 아파트보다 조용해요.

남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젠 당신 집이니까요.

여	 맞아요. 애들을 위한 넓은 공간도 있어요.

Tips & Clue 
여자의 말에서 차고(garage)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front and rear 앞과 뒤

pay rent 집세를 내다

own 소유하다

11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W	 Could you give me a ride to the department store this 

afternoon?
M	 Probably not. I have a busy schedule today. I need to have 

my car washed and then I’m going to play golf.
W	 How about tonight?
M	 Probably not then, either. I need to work on my report for 

the class tomorrow.
W	 Okay, maybe some other time then.

Translation
여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태워다 줄 수 있니?

남	 안될 것 같아. 오늘 스케줄이 바쁘거든. 세차를 하고 나서 골프 치러가

거든.

여	 오늘 저녁은 어때?

남	 그때도 안될 거야. 내일 수업에 낼 리포트를 써야 하거든.

여	 알았어, 그럼 다른 날 가지 뭐.

① 수업 준비하기 ② 쇼핑몰까지 운전해 가기 

③ 세차하기   ④ 골프치기 

Tips & Clue 
probably 아마도 (= maybe)

Maybe some other time. 그럼 다음에 하자.

12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I’m taking five classes this semester.
W	 Really? I thought you were only going to take four.
M	 I was going to. But I decided to take more classes this 

semester.
W	 Why is that?
M	 My spring concert is in April. That means I will have less 

time for study next semester.
W	 That’s a smart move.
M	 I think so, too.

Translation
남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들어.

여	 정말? 네 과목만 들을 줄 알았는데.

남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이번 학기에 과목을 더 듣기로 했어.

여	 왜 그렇게 결정했니?

남	 4월에 봄 음악회가 있거든.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여	 현명한 결정이네.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① 불안한 ② 후회하는  

③ 흥분한   ④ 동의하는

Tips & Clue 
다섯 과목을 듣기로 했다는 남자의 결정에 대해 여자가 잘 했다고 하고, 남

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semester 학기

smart move 현명한 행동

regretful 후회하는

agreed 동의하는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m about to give up on this math problem.
W	 That doesn’t sound like you at all.
M	 I’ve been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for over an hour.
W	 What’s giving you the trouble?
M	 Well, I’m not sure which formula I should use for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out on this?
W	 I’d be delighted.

Translation
남	 나 이 수학 문제 포기하기 직전이야.

여	 전혀 너답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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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시간이 넘게 이 문제를 풀고 있다구.

여	 뭐가 문제인데?

남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좀 도와줄래?

여	 기꺼이.

Tips & Clue
남학생은 도움을 청하고 있고, 여학생은 도와주겠다고 한다.

be about to ~ 막 ~하려 하다

formula 공식

I’d be delighted. 기꺼이 해 줄게.

14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Are you looking forward to your vacation?
M	 Yes. But it’s still a week away.
W	 Come on. It’s only a few more days.
M	 It’s a pretty long time to wait. I hope the time will fly.
W	 Please learn to be more patient.  

Translation
여	 방학이 기대되니?

남	 네.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걸요.

여	 얘야. 겨우 며칠인데 뭐.

남	 기다리기에 꽤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	 좀 더 참는 법을 배우렴.

Tips & Clue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patient 참을성 있는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Good afternoon. Is Mr. Ashton there?
M	 This is Mr. Ashton. Who’s calling please?
W	 This is Patty Reynolds. I was wondering if you received the 

memo I faxed you this morning.
M	 Actually, I didn’t. We’re having some problems with the 

fax machine.
W	 Should I try sending it again?
M	 No.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애쉬튼 씨 계시나요?

남	 전데요. 누구시죠?

여	 저는 패티 레이놀즈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팩스 보낸 메모를 받으셨는

지 궁금해서요.

남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팩스 기계에 이상이 있거든요.

여	 다시 보내드릴까요?

남	 아니요. 

① 대신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② 보내신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③ 내일이면 고쳐질 겁니다.

④ 저희 팩스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Tips & Clue
fax 팩스로 보내다

had better 동사원형 ~하는 것이 낫다

instead 대신에

repair 수리하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You look worn out, Vicky.
W	 You’re right, I am. 
M	 Why is that?
W	 I just took a very difficult Spanish test. 
M	 How do you think you did on it?
W	 Well, I did well on most of the test, but some of the 

questions were very difficult. I guess I did okay, but 

Translation
남	 비키, 너 지쳐 보이는데.

여	 그래, 맞아.  

남	 왜 그런데?

여	 나 방금 아주 어려운 스페인어 시험을 봤거든.

남	 시험 어떻게 본 것 같은데?

여	 글쎄, 대체로 잘 봤는데, 몇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 괜찮게 본거 같긴 

한데, 

① 시험 결과를 받아 보기까지는 알 수 없지.

② 이번 시험에서 낙제 할 것 같아.  

③ 여태까지 본 시험 중에 제일 쉬웠어.

④ 그 시험 때문에 밤새 공부했어. 

Tips & Clue 
시험을 잘 보았다고 확신하지만, 정확한 점수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①

이 답이다.

worn out 지친

fail ~에서 낙제하다

17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People across the world will usually tell you that a good book 
is always better than a good movie. And a great book cannot 
easily be made into a great movie. This may be true for the 
most part, but from time to time great films are made beyond 
people’s expectations.

Translation
세상 사람들은 보통 좋은 책이 좋은 영화보다 항상 낫다고 말한다. 그리고 

좋은 책은 좋은 영화로 쉽사리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견해가 상당 

부분 사실일 수 있지만, 가끔 사람들의 기대를 능가하는 좋은 영화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Tips & Clue
좋은 책이 좋은 영화가 되는 일이 드물기는 해도 가끔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

고 있다.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가끔

film 영화 

beyond people’s expectations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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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m sure you will like this place. It has a fantastic view of 
the entire city, and is only a five-minute walk away from the 
subway station. As you can see, this place is the most modern 
in the neighborhood and the rent is reasonable. There is an 
exercise facility and a swimming pool.  

Translation
이곳이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의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고, 지하철 역까지 도보로 겨우 5분 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이 지

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곳이며,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운동 시설과 수영장도 

있습니다. 

Tips & Clue
entire 전체의 

neighborhood 근처, 부근, 이웃

reasonable 합리적인

facility 시설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ttention all passengers of space shuttle 001 bound for the 
space statio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The space shuttle 
will take off in two minutes. Please make sure that your special 
suit for space traveling is sealed properly. You also must check 
the locations of the emergency exits in case of emergency. 
Thank you and have a good trip.

Translation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 우주 왕복선 001기 승객 여러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장입니다. 우주 왕복선은 2분 후에 이륙할 것입니다. 우주 

여행을 위한 특별한 우주복이 적절히 밀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Tips & Clue
space shuttle 우주 왕복선

bound for ~로 향하는

space traveling 우주 여행

suit 옷
seal 밀봉하다

properly 적절히

emergency exit 비상구

in case of emergency 비상시를 대비하여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수학
Script
A person works five days a week, and packs 35 sets of books 
each week. If each set contains 7 books, how many books does 
this person pack a day?

Translation
어떤 사람이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매주 35세트의 책을 포장한다. 한 세트

가 7권이라면, 이 사람이 하루에 포장하는 책은 몇 권인가?

Tips & Clue 
5일 동안 35세트를 포장하므로 하루에는 7세트를 포장한다. 7세트는 7권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에는 49권을 포장한다.

pack 포장하다

contain 포함하다, 보유하다

TEST 14 
Answer Key

01 ④ 02 ① 03 ② 04 ①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① 18 ② 19 ④ 20 ②

01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history 

museum?
M	 Yes. Go through the park, and pass the Capital Building, 

then turn left at the train station.
W	 Turn left at the train station?
M	 Yes, you’ll see a three-story building to your right then. The 

history museum is just across the street from this building.
W	 You mean it’s the second building on the left?
M	 That’s right. You can’t miss it.
W	 Thank you. That sounds easy to find. You’ve been very 

kind.

Translation
여	 실례합니다. 역사 박물관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남	 네. 공원을 통과해서 캐피탈 건물을 지난 다음, 기차역에서 좌회전 하세요.

여	 기차역에서 왼쪽으로요?

남	 네, 그러면 오른쪽에 3층짜리 건물이 보일 겁니다. 역사 박물관은 그 건

물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여	 왼쪽에 있는 두 번째 건물을 말씀하시는군요?

남	 맞아요. 찾기 쉬울 거에요.

여	 고맙습니다. 쉽게 찾을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Tips & Clue 
평소에 위치를 표현하는 어구나 단어들(go through, on one’s right, turn left, 

across from)을 익혀두어야 한다. 

story 층 

across from ~의 맞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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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What would you like to have, ma’am?
	 W	 Can I have spaghetti, please?
② W	 What kind of drink would you like?
	 M	 What beverages do you have?
③ M	 May I take your order?
	 W	 I’ll have the Hawaiian Pizza with a large size coke.
④ W	 I’ll have an orange juice and one slice of apple pie.
	 M	 I see. Please wait for a moment.

Translation
① 남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손님?

	 여	 스파게티로 주세요.

② 여	 어떤 음료수를 드릴까요?

	 남	 어떤 음료수가 있나요?

③ 남	 주문하시겠어요?

	 여	 하와이안 피자와 콜라 큰 사이즈로 주세요.

④ 여	 오렌지 쥬스와 애플파이 한 조각을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Tips & Clue 
beverage 음료, 마실 것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for a moment 잠시 동안 

03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Let’s go see the new movie tonight. 
M	 I don’t really feel like it. I heard it wasn’t very good.
W	 Then how about playing pocket ball this afternoon?
M	 That’s a great idea. Didn’t you used to play every week?
W	

Translation
여	 오늘 밤에 새로 개봉한 영화 보러 가요.

남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라고 들었거든요.

여	 그러면 오늘 오후에 포켓볼 치러 가는 게 어때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매주 치러 가곤 하지 않았나요?

여	

① 포켓볼은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에요.

② 예전에 그랬지만, 오래 전 일이에요.

③ 저는 대신 오페라 보는 것을 좋아해요. 

④ 보통 토요일에만 쳐요. 

Tips & Clue 
play pocket ball 포켓볼 치다    

instead 그 대신

0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George, thank you for helping me move last week.
M	 You’re welcome. Did you say that you’re from Busan?

W	 That’s right. I am new here, and I didn’t have any friends or 
relatives to turn to.

M	 I had the same problem when I first moved here from 
Daegu.

W	 Really? You are from Daegu? I was born there. 

Translation
여	 조지, 지난 주에 이사하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남	 별말씀을요. 부산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	 맞아요. 여긴 처음이라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없었어요.

남	 저도 대구에서 처음 이리로 이사 왔을 때 같은 문제를 겪었죠. 

여	 정말요? 대구에서 왔어요?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① 남자는 여자가 이사하는 것을 도왔다.

② 남자는 여자의 생명을 구했다. 

③ 남자는 여자의 친척들에게 잘 해줬다.

④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줬다.

Tips & Clue 
relative 친척

turn to ~에 의지하다

05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과	시간	
Script
W	 Mr. Casper’s office.
M	 Hello. This is Mike Jones.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Mr. Casper.
W	 Okay. How about Wednesday at 2 o’clock?
M	 I’m afraid I can’t. I have basketball practice all afternoon.
W	 Then what about the next day?
M	 That would be fine.
W	 What time will be good for you?
M	 4 o’clock would be convenient for me.

Translation
여	 캐스퍼 씨 사무실입니다.

남	 여보세요. 저는 마이크 존스입니다. 캐스퍼 씨와 만날 약속을 잡고 싶은

데요.

여	 알겠습니다. 수요일 2시는 어떠세요?

남	 안될것 같아요. 오후 내내 농구 연습이 있는 날이라서요.

여	 그럼 다음 날은 어떠세요?

남	 괜찮습니다. 

여	 몇 시가 좋으신가요?

남	 4시가 좋을 것 같아요.

① 수요일 2시 ② 수요일 4시 

③ 목요일 2시    ④ 목요일 4시

Tips & Clue 
basketball practice 농구 연습

convenient 편한

06	 문제유형	:	추천,	권유
Script
M	 Ms. Smith, I’m thinking about studying computer science 

in college.
W	 Computer science? But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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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M	 I am, but I don’t think I can make much money with an art 

degree.
W	 Well, it’s true that computer scientists earn good money. 

But you should study what you really enjoy.

 Translation
남	 스미스 씨,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	 컴퓨터 공학이요? 하지만 미술사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남	 맞아요, 그런데 미술 학위 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여	 글쎄, 컴퓨터 공학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좋아

는 것을 공부해야죠. 

① 대학을 가지 않는 것 ② 많은 돈을 버는 것

③ 과학자가 되는 것 ④ 그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

Tips & Clue
art history 미술사

earn good money 돈을 많이 벌다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Whose music are you listening to?
W	 It’s Mozart’s.
M	 I don’t understand his music very much. It doesn’t sound 

like very serious music to me. Don’t you agree?
W	 No, not really.
M	 But I realize that many people regard him as a great 

composer.
W	 Yes, I think that’s because his music is full of energy.
M	 You’re right. That’s probably the reason.

Translation
남	 누구의 음악을 듣고 있어?

여	 모짜르트의 음악이야.

남	 난 모짜르트의 음악이 이해가 잘 안돼. 그렇게 진지한 음악처럼 들리지 

않아.

여	 응, 그렇지는 않지.

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작곡가라고 생각하고 있는걸 알았어.

여	 응, 그의 음악이 에너지로 가득 차있기 때문일 거야.

남	 맞아. 아마도 그게 이유겠지.

Tips & Clue
serious 진지한, 엄숙한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full of energy 에너지로 가득한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ow did Andrew like his first time at the beach?
W	 He had a great time. He really enjoyed making sand castles.
M	 When did you get home?
W	 I guess we got home about 3 o’clock. We spent a good six 

hours there.
M	 That’s a long time! Did Andrew get sun burned?
W	 No, because I slathered him in sunscreen. He didn’t even 

turn brown.
M	 But you look like you got burnt to a crisp.
W	 You got that right! Next time, I’ll remember to put lots of 

sunscreen on me, too.

Translation
남	 앤드류가 처음으로 해변에 간 건데 어땠니?

여	 재미있게 놀았어. 모래성을 쌓는 것을 정말 좋아하더라구.

남	 언제 집에 돌아왔니?

여	 3시쯤에 집에 왔어. 거기서 6시간 정도 잘 놀았지.

남	 오래 있었네! 앤드류는 햇볕에 탔니?

여	 아니,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발라줘서.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지도 

않았어.

남	 그런데 넌 많이 탄 것처럼 보이는데.

여	 맞아! 다음에는 나도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라야겠어.

Tips & Clue 
3시와 6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자 본인에게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

분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sand castle 모래성

get sun burned 햇볕에 타다

slather 듬뿍 바르다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turn brown 갈색으로 변하다

get burnt to a crisp 바싹 구워지다

09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Bob, where are you?
M	 Over here, on your left.
W	 There you are.
M	 I saved this seat for you.
W	 Thanks. Here are your popcorn and coke.
M	 OK, thank you.

Translation
여	 밥, 어디있니?

남	 이쪽이야, 네 왼쪽.

여	 거기 있구나.

남	 널 위해 이 자리 맡아 두었어.

여	 고마워. 네 팝콘과 콜라 여기 있어.

남	 좋아, 고마워.

Tips & Clue
save the seat 좌석을 맡아두다

10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파악
Script
W	 We had a good time. We should do it again.
M I’m all for it. Just mention when and where.
W	 How does quarter past three at Yong-San mall next Thursday 

sound to you?
M	 That’ll be a bit too early for me.
W	 Then what time is good for you?
M	 Can we meet at half past three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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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ure. See you then.

Translation
여	 정말 즐거웠어. 또 만나자.

남	 대찬성이야. 언제, 어디가 좋은지 말만 해.

여	 다음 주 목요일 3시 15분에 용산 쇼핑몰에서 만나는게 어때? 

남	 나한테는 너무 이른데.

여	 그럼 언제가 좋은데?

남	 대신 3시 30분에 봐도 될까?

여	 그래. 그때 보자.

Tips & Clue 
I’m all for it. 대찬성이다.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How do[does] ~ sound to you? ~은 어떠니?

11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is library? This is my first 

time here.
W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 you will find collections of 

books, the circulation desk, and other resources.
M	 How about the third floor?
W	 On the third floor, there are reference materials, current 

periodicals, and journals.
M	 All right. How about the top floor?
W	 There are computers and copying facilities on the top floor. 

Translation
남	 이 도서관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래? 여긴 처음이라서.

여	 1층과 2층에는 소장된 책들, 책 대출 창구 그리고 다른 자료들이 있어.

남	 3층에는?

여	 3층에는 참고 자료들, 최근 정기 간행물과 잡지가 있어.

남	 알았어. 맨 위층에는?

여	 맨 위층에는 컴퓨터와 복사기가 있어.

① 참고 자료들 ② 최근 정기 간행물들   

③ 잡지들 ④ 컴퓨터들 

Tips & Clue
컴퓨터와 복사기들은 맨 위층에 있는 것들이다.

circulation desk 대출 창구

resource 자원, 자료 

reference 참고 

material 자료 

current 현재의 

periodical 정기 간행물 

journal 잡지

facility 설비, 시설

12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I’m thinking about buying a car. Do you sell used cars, too?
M	 Yes, we do. What color did you have in mind? 
W	 Silver. My favorite color is silver.
M	 How about this one over here? What do you think?

W	 Yes, I like the model, but it looks rusty.
M	 I’m sorry, but it’s the only used silver car we have in the 

lot.

Translation
여	 차를 살까 생각 중인데요. 중고차도 파나요?

남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색을 찾고 계시죠?

여	 은색이요. 제일 좋아하는 색이 은색이거든요.

남	 여기 이 차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	 네, 차종은 마음에 드는데, 녹이 슬어 보이네요.

남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색 중고차는 그것뿐입니다.

Tips & Clue 
used car 중고차

rusty 녹이 슨

lot 구획, 용지, 부지

13	 문제유형	:	의도	파악
Script
M	 I have an announcement to make.
W	 I can’t wait to hear about it.
M	 My sister had a baby last night.
W	 Wow, that’s great. Is it a boy or girl?
M	 A healthy 3.5kg baby girl. 
W	 Now, your sister will need to take really good care of 

herself for a while.
M	 She has taken six months maternity leave.

Translation
남	 얘기할 것이 있어.

여	 무슨 얘긴지 정말 궁금해.

남	 누나가 어제 밤에 아기를 낳았어.

여	 와, 잘됐다. 아들이야, 딸이야?

남	 3.5kg의 건강한 여자 아이야.

여	 이젠 누나가 한동안 몸조리를 잘 해야겠네.

남	 6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받았대.

① 돕기 위해 ② 축하하기 위해

③ 보살피기 위해 ④ 알리기 위해

Tips & Clue 
announcement 공고, 발표 

I can’t wait to ~ ~가 너무 기대되다

have a baby 아기를 낳다

maternity leave 출산 휴가

14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M	 I heard that you bought a new computer game last week.
W	 Yes. It’s a space game and it’s very exciting. The only 

problem is that I’m spending too much time playing it, even 
during the weekdays.

M	 Why don’t you just play the game only on weekends?
W	 That’s what my mom tol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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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지난 주에 새 컴퓨터 게임을 샀다고 들었어.

여	 응. 우주 게임인데 정말 재미있어. 유일한 문제는 주중에도 너무 오랫동

안 게임을 한다는 거야.

남	 주말에만 게임을 하는게 어떻겠니? 

여	 엄마가 내게 하신 말씀이야.

① 컴퓨터 게임 탐구 

② 컴퓨터 게임 중독 

③ 컴퓨터 게임의 가격 

④ 여가 시간을 보내는 법   

Tips & Clue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자가 말하고 있다.

weekday 평일

weekend 주말

explore 탐구하다, 조사하다

be hooked on (something) ~에 중독되다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Did you get your grade for the history class yet?
W	 Yes. I got an A in the class.
M	 How did you manage to do that? How did you memorize 

all those facts? 
W	 Well, I wrote them down.
M	 What do you mean?
W	 I wrote them down on index cards. Then every night before 

I went to sleep, I memorized each index card, one at a time. 
M	 Wow, that was a great idea.	

Translation
남	 역사 수업 학점 받았니?

여	 응. 그 수업에서 A를 받았어.

남	 어떻게 A를 받았니? 어떻게 그 많은 사실들을 기억했는데?

여	 음, 그것들을 적었어.

남	 무슨 말이야? 

여	 분류 카드에다 사실들을 적었어. 그런 다음 매일 밤 자기 전에 한번에 

한 장씩 그 카드를 외웠지.

남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① 그 사실들을 기억하기 힘들 거야.

② 분류 카드는 많은 상점에서 팔지 않아.  

③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④ 나는 똑같이 해봐야 할 것 같아.

Tips & Clue 
마지막 남자의 말이 동의를 나타내므로 ④가 답이다.

manage to (do something) ~ ~을 용케 해내다

memorize 기억하다

index card 색인표, 분류 카드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ost museums only allow people to look at the exhibits. But 

the Royal Ontario Museum has many exhibits people can touch 
with their hands. We call it a museum with hands-on exhibits 
where we can actually touch and feel them.

Translation
대부분의 박물관은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단지 보는 것만 허용한다. 그러나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전시물이 많이 있

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곳을 체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Tips & Clue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의 특징이다.

allow 허락하다

exhibit 전시품 

hands-on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1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bus to Busan will be 
departing in five minutes. Passengers should have their tickets 
ready for boarding. You may board the bus at Gate C3. All of 
us at Best Bus wish you a pleasant trip. 

Translation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행 버스가 5분 후에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

들은 탑승을 위해 승차권을 준비해 주십시오. C3 탑승구에서 탑승할 수 있

습니다. 베스트 버스의 전직원은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기원합니다.

Tips & Clue
boarding 탑승

pleasant 즐거운, 유쾌한

1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Hi, Ara, I heard you’ve had the flu during the past week.
W	 That’s right. I’m feeling better now, but unfortunately 

I missed the big test in math class.
M	 So, what did the teacher say about that?
W	 When I gave him the note from my doctor, he said he will 

let me take a make-up test.

Translation
남	 안녕, 아라, 지난 주 동안 독감 걸렸었다며.

여	 맞아. 지금은 좋아졌는데, 불행히도 중요한 수학 시험을 못 봤어.

남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여	 의사의 진단서를 드렸더니, 재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겠대.

① 여자는 다음 수학 시험을 더 잘 보려고 할 것이다.

② 여자는 재시험을 볼 것이다.

③ 여자는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④ 여자는 개인 과외를 받을 것이다.

Tips & Clue
have the flu 독감에 걸리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make-up test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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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Good afternoon, Mr. Conners. This is Ticket Town. We are 
calling to tell you that the concert has been rescheduled. You 
now have two options. You can either request a full refund, or 
you can receive new tickets for the rescheduled concert. Please 
call us at 439-5328 with your decision.

Translation
안녕하세요, 코너스 씨? 티켓 타운입니다. 구매하신 콘서트의 스케줄이 재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일정이 재조정된 콘서트 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신 후 439-532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메시지

수신 : ① 코스너 씨

발신 : ② 티켓 타운 

메시지 :  ③ 콘서트 일정이 재조정되었다. 

④ 환불을 받거나 새로운 콘서트 티켓을 받을 수 있다.

Tips & Clue 
일정이 재조정된 콘서트 표(new tickets for the rescheduled concert)를 받

는 것이지, 새로운 음악회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답이다. 

option 선택 사항

request a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요청하다

decision 결정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목적,	이유
Script
Gold was first found in California in about 1840. The following 
ten years in American history are called the Californian Gold 
Rush. Many people moved to the west during those years with 
a dream of making a fortune. By 1850, there were many new 
Gold Rush towns in California.

Q  Why did people travel to California?
① to hide gold
② to find gold  
③ to sell gold
④ to steal gold

Translation
금은 1840년 경에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그 후 

10년은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라고 불린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

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서부로 이동했다. 1850년까지 캘리포니아에는 ‘골드 

러시’ 마을이 많이 생겨났다. 

Q 사람들은 왜 캘리포니아로 이동했는가?

① 금을 숨기기 위해 ② 금을 찾기 위해

③ 금을 팔기 위해 ④ 금을 훔치기 위해

Tips & Clue
following 다음에 오는, 이어지는

the west (미국의) 서부

dream of making a fortune 일확천금의 꿈

steal 훔치다

TEST 15 
Answer Key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①

06 ① 07 ② 08 ① 09 ③ 10 ①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①

16 ③ 17 ① 18 ② 19 ② 20 ①

0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M	 It’s already Monday. Are you excited about graduation?
W	 Yes. By the way, when is it exactly?
M	 It’s on the sixteenth of June. 
W	 Doesn’t the sixteenth fall on a Wednesday?
M	 No, it falls on a Tuesday. 
W	 Oh, so there’s only fifteen days left from today.

Translation
남	 벌써 월요일이에요. 졸업식이 기대되나요?

여	 네. 그런데, 졸업식이 정확히 언제죠?

남	 6월 16일입니다.

여	 16일이 수요일 아닌가요?

남	 아니요, 화요일이에요.

여	 아, 오늘부터 15일 밖에 안남았네요. 

Tips & Clue
exactly 정확히

fall on (어떤 날이) ~에 해당되다

02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Pardon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chemistry books 

are?
M	 Sure. Walk up this center aisle. Right after you pass the 

mathematics section, make your first right.
W	 First right? 
M	 That’s correct. 
W	 On which side will the chemistry books be at? 
M	 On the left side. You can’t miss them. 

Translation
여	 죄송합니다만, 화학 서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이 중간 복도로 걸어가세요. 수학 서적 부문을 지난 후에, 첫

번째 오른쪽 복도로 가세요.

여	 오른쪽 첫번째 복도요?

남	 맞아요.

여	 어느 쪽에 화학 서적이 있나요?

남	 왼쪽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찾으실 거에요.

Tips & Clue
chemistry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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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aisle 중앙 복도 

methematics 수학

0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ree agency system in the 

world of professional sports?
W	 It’s a free world, and athletes should be paid for what they 

are worth.
M	 I understand that, but it looks like athletes are not paying 

as much attention to the games as they should. It’s like 
money-first-sports-later nowadays. To give you an example, 
they often go on strike and ask for more money.

W	 That’s quite true. It sure takes the fun out of the game, 
doesn’t it?

Translation
남	 프로 스포츠 세계의 자유 계약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여	 자유로운 세상이니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가치만큼 대우를 받아야지.

남	 그건 이해하는데, 운동선수들은 그만큼 시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

아. 요즘은 돈이 먼저고 운동은 나중인 것 같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

주 파업을 하고 돈을 더 요구한단 말이지.

여	 그건 사실이야. 확실히 경기의 재미를 빼앗아 가기는 해. 그렇지?

Tips & Clue
남자는 요새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돈이 먼저이고 운동은 나중인 것같다(It’s like 

money-first-sports-later nowadays.)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답은 ④가 된다.

free agency system 자유 계약 체계

professional 전문가의, 프로의

athlete 운동선수

pay attention to ~에 집중하다

go on strike 파업하다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Tommy’s Travel. May I help you?
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W	 Where are you going?
M	 To Atlanta.
W	 When will you be traveling?
M	 Two days from now. I’d like to leave on Friday.
W	 Okay. We have a train leaving Los Angeles Union Station 

at 4:00 p.m.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토미 여행사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	 어디로 가십니까?

남	 애틀란타요.

여	 언제 떠나실거죠?

남	 이틀 뒤요. 금요일에 떠나고 싶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역을 떠나는 기차편이 오후 4시에 있

습니다.

① 금요일        ② 수요일        ③ 토요일        ④ 월요일

Tips & Clue 
금요일에서 이틀 전이므로 오늘은 수요일이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05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Good morning. 
W	 Hi. How much is parking here?
M	 It’s two dollars an hour from 6:00 a.m. to 6:00 p.m. 
W	 Okay. What about after that?
M	 It’s one dollar an hour from 6:00 p.m. to 6:00 a.m.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여기 주차료가 얼마죠?

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간당 2달러입니다.

여	 그렇군요. 그 시간 이후로는요?

남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당 1달러입니다.

① 주차장 ② 출입국 관리 사무소 

③ 축구 경기장   ④ 놀이공원

Tips & Clue 
parking 주차

immigratron 이주, 이민, 출입국 관리

amusement park 놀이공원

06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Excuse me. I need a jacket for my daughter. Do you sell 

jackets here?
W	 Yes, we do. What color would you like?
M	 Purple. Her favorite color is purple.
W	 What about this one? Do you think she would like it?
M	 I don’t think so. The sleeves are too loose.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제 딸을 위한 재킷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재킷 파나요?

여	 네, 팔아요. 어떤 색깔을 원하시나요?

남	 보라색이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에요.

여	 이건 어떠세요? 따님이 좋아할 것 같나요?

남	 아니요. 소매가 너무 헐렁하네요.

Tips & Clue 
sleeve 소매

loose 헐렁한

07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Did you know that the English language is made up of 

many other languages? 
M	 Really? I never knew that.
W	 Yes. The language was influenced by Greek, Latin, and 

French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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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hat about German?
W	 Actually, English is pretty close to German.
M	 That’s surprising. The two languages don’t sound similar at 

all.
W	 You’re right. 

Translation
여	 영어가 여러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니?

남	 정말? 전혀 몰랐어.

여	 응. 영어는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았어.

남	 독일어는?

여	 사실, 영어는 독일어와 아주 비슷해. 

남	 신기하다. 두 언어는 전혀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데.

여	 맞아. 

Tips & Clue 
영어와 독일어가 다르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같은 언어군에 속해 있다고 하므로 

②가 대화의 내용에 알맞다.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be influenced by ~의 영향을 받다 

Greek 그리스의, 그리스어 

Latin 라틴의, 라틴어 

sound similar 비슷하게 들리다 

08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I see that you went grocery shopping today for me. 
M	 Yes, I did it this afternoon.  
W	 Thank you. I was really too tired to do grocery shopping 

after I came home from work.
M	 I understand. I’m glad we can take turns. 
W	 I’ll be glad to do it myself next time around.

Translation
여	 오늘 저 대신 당신이 장을 봤네요.

남	 네, 오늘 오후에 봤어요.

여	 고마워요. 퇴근하고 집에 오고나서 너무 피곤해서 장을 못 봤거든요.

남	 이해해요. 교대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	 다음에는 제가 장을 볼게요.

① 감사하는 ② 놀라워하는  

③ 후회하는 ④ 흥분한

Tips & Clue
grocery shopping 식료품 쇼핑

take turns 교체하다, 교대로 하다

appreciated 감사해 하는

amazed 놀라워하는

regretful 후회하는

09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I don’t think I can make it. 
W	 But we’re almost there.
M	 I know, but I can’t go any farther. My legs won’t let me.
W	 Let’s take a short break here.

M	 Are we almost there?
W	 Yes. It will be worth it. You will love the view.
M	 Okay. Let’s speed up then. 

Translation
남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	 하지만 거의 다 왔어요.

남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요.

여	 여기서 잠깐 쉬죠.

남	 거의 다 왔나요?

여	 네. 보람이 있을 거에요. 경치가 정말 근사하거든요.

남	 알았어요. 그럼 속도를 내죠.

① 스케이트 타기 ② 운전하기

③ 등산하기	 ④ 스키 타기    

Tips & Clue
farther (거리, 시간상으로) 더 멀리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It will be worth it. 그럴 가치가 있을 거에요.

speed up 속도를 내다 

10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es come around? 
	 W	 At all times.
② M	 Do you know where we should put up this sign?
	 W	 Over here, next to the street.
③ M	 I’d like a burger and an order of fries, please.
	 W	 Will that be for dine-in or to go?
④ M	 When did you break your arm?
	 W	 Yesterday afternoon during basketball practice.

Translation
① 남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아세요?

 여	 항상 있어요.

② 남	 이 표지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세요?

 여	 이쪽이요, 길 옆에요.

③ 남	 햄버거 한 개와 감자 튀김 하나 주세요.

 여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지고 가실 건가요?

④ 남	 팔은 언제 부러졌니?

 여	 어제 오후에 농구 연습하다가.

Tips & Clue 
①에서 버스가 몇 분마다 오는지 물어봤는데 항상이라고 대답한 것은 어색하다.

at all times 항상

dine-in 식당에서 식사하다

1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Hello. I’d like to buy a ticket.
W	 Okay. Where are you going?
M	 To Seoul.
W	 A regular fare is thirty dollars, and it’s forty dollars for the 

firs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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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d like two regular tickets, please. Also, do you have a 
student discount?

W	 Yes. It’s a 30% discount. Are both tickets for students?
M	 No, just one. 
W	 Here are your tickets. Enjoy your trip.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표를 한장 사고 싶은데요.

여	 네. 어디로 가시죠?

남	 서울이요.

여	 일반석은 30달러이고, 일등석은 40달러입니다.

남	 일반석으로 2장 주세요. 그리고 학생 할인이 있나요?

여	 네. 30% 할인해 드립니다. 2장 모두 학생용 인가요?

남	 아니요, 1장만요.

여	 여기 표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Tips & Clue 
30% 할인 받은 학생용 표 1장 ($30 × 0.7 = $21)과 일반 표 1장($30)의 합은 $51

이다.

fare 운임, 요금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ave you bought a computer yet?
W	 No, because I didn’t think I’d use it much. I have a typewriter, 

you know.
M	 Well, a typewriter is cheaper, but computers offer many 

benefits.
W	 What kind of benefits?
M	 Well, computers can store information, you can take them 

anywhere you go, and you can add pictures to your work. 
Oh, I almost forgot about one more thing. Computers also 
help you obtain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W	 I never thought about all the advantages and benefits 
before.

Translation
남	 컴퓨터를 구입했나요?

여	 아뇨, 별로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요. 저는 타자기가 있잖아요.

남	 타자기가 더 싸죠, 하지만 컴퓨터는 많은 이점을 제공해요.

여	 어떤 이점이요?

남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작

업에 그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잊을 뻔 했네요. 컴퓨터는 

다른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와줘요.

여	 컴퓨터의 장점과 이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Tips & Clue 
typewriter 타자기

benefit 장점

add to  ~에 덧붙이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Excuse me. Do you work here at the bookstore?
W	 Yes, how can I help you?

M	 I need to buy a dictionary for my English class, but I can’t 
find one.

W	 They are in the reference section.
M	 Could you direct me to the reference section?
W	 Of course. They’ve been so popular that we only have a 

few left.

Translation
남	 실례합니다. 이 서점에서 일하세요?

여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영어 수업에 쓸 사전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여	 참고 서적 코너에 있습니다.

남	 참고 서적 코너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여	 물론이죠. 워낙 인기가 좋아서 몇 권 안남았어요.

Tips & Clue 
영어 사전이 많이 팔려서 몇 권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reference section 참고 서적 코너

direct ~에 길을 가리키다

14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This is lovely.
M	 It’s beautiful, isn’t it? And it’s only available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W	 How often do I water it?
M	 About a glass of water every day.
W	 How about that one over there?
M	 It’s also so pretty. It’s pretty easy to take care of as well.

Translation
여	 정말 예쁘네요.

남	 아름답지요? 그리고 일년 중 이맘때만 구할 수 있어요.

여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하죠?

남	 매일 한 잔 정도 주세요.

여	 저기 저 꽃은 어때요?

남	 저것도 너무 예쁘죠. 다루기도 아주 쉬워요. 

① 애완동물 가게   ② 공구 가게    

③ 식당   ④ 꽃집    

Tips & Clue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일년 중 이맘때쯤 

water 물을 주다 

as well 게다가, 마찬가지로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May I speak to Mr. Howard, please?
M	 This is Mr. Howard. Who am I speaking to?
W	 This is Wendy Smith. 
M	 Hi, it’s good to hear from you.
W	 Can I see you tomorrow to discuss about continuing my 

studies at a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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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Unfortunately,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하워드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전데요. 누구시죠?

여	 저는 웬디 스미스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여	 대학원 진학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남	 불행하게도, 

① 전 내일 출장갑니다.

② 그날이 좋겠네요.

③ 오후가 더 좋습니다.

④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Tips & Clue 
내일 상담을 요청하는데 대한 응답이 unfortunately로 시작되므로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discuss about ~에 대해 의논하다

continue (학업을) 계속하다

out of town 도시를 떠나서, 출타중인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I’m really worried about the final exam.
W	 Really? Why is that?
M	 I still don’t understand all the material I need to go over.
W	 I’m having the same problem.
M	 Let’s study together after school today.
W	 That’s a great idea. Where should we meet?
M	 The library’s usually a good place to study.
W	

Translation
남	 기말 시험 때문에 정말 걱정돼.

여	 정말? 왜 그런데?

남	 검토해야 할 모든 자료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돼.

여	 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남	 오늘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하자.

여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만날까?

남	 보통 도서관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지.

여	

① 우리가 만날 장소를 골라야겠네.

② 너는 항상 걱정을 너무 많이 해.

③ 학교 끝나고 거기서 봐.

④ 나는 그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Tips & Clue
go over 검토하다 

after school 방과 후에

pick a place 장소를 고르다

17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We are happy to announce the wedding of Jim Johnson and 

Sally Smith. They will be married at the Town Center on 
Saturday, June 18th.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welcome to attend. Immediately following the wedding 
ceremony, there will be a light lunch served in the reception 
room on the second floor. Provided below are the directions to 
the Town Center.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is joyful 
occasion.

Translation
짐 존슨과 샐리 스미스의 결혼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둘은 6월 18일 

토요일에 타운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의 참석을 환

영합니다. 결혼식 직후 2층 응접실에서 가벼운 점심 식사가 제공될 것입니

다. 아래에 타운 센터로 가는 약도가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여러분들을 뵙기

를 고대합니다. 

① 타운 센터에 있을 결혼식

② 피로연에서 제공되는 가벼운 점심 식사 

③ 타운 센터의 역사  

④ 타운 센터의 광고

Tips & Clue
community 지역 사회 

immediately 즉시, 곧바로

reception (결혼식) 피로연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Some kids in poor countries need help from around the world. 
These children get up early in the morning to help their family 
every day. They don’t have much time for school because they 
work until late at night. Good people are helping to improve the 
lives of these children. 

Translation
가난한 나라의 몇몇 아이들은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아이들

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생계를 돕는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학교 갈 시간이 많지 않다. 선량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생활이 나

아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Tips & Clue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improve 개선하다 

1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제목	
Script
In Seoul, you don’t really need a car to get anywhere. There 
are always taxis and buses nearby. The subway is also very 
convenient to move abou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use the subway every day. The subway trains are always on 
time because they never run into heavy traffic. People should 
park their cars and start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ranslation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던지 자동차가 별로 필요치 않다. 주위에는 항상 택시

나 버스가 있다. 지하철도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수십 만 명의 시민들

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운행된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정답 및 해설 ��리스닝 본능 실전 모의고사 Level ���

정답 및 해설실 전 모 의 고 사

리스닝 

본능 

Tips & Clue
nearby 부근에, 가까이에 

move about 움직이다

hundreds of thousands (복수를 사용) 수십 만 

be on time 정시에 도착하다

run into ~에 부딪치다, 만나다

heavy traffic 교통체증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수학
Script
In a basketball game, one player made 13 shots and scored 31 
points. The shots were a combination of 2-point and 3-point 
shots. How many 3-point shots did the player make?

Translation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13골을 넣어 31점을 득점하였다. 골에는 2점짜리와 

3점짜리가 섞여 있었다. 그 선수는 3점짜리 슛을 몇 골 넣었는가?

Tips & Clue 
3점짜리 슛을 X골 넣었다고 하면, 모두 13골을 넣었으므로 2점 짜리 슛은 (13 - X)

골 넣은 것이 된다. 전체 득점이 31점이므로 3X + 2(13 - X) = 31이고, 이것을 풀면 

3X + 26 - 2X = 31, 그러므로 X = 5이다.

score 점수를 기록하다

combination 조합, 결합 

TEST 16 
Answer Key

01 ④ 02 ③ 03 ④ 04 ①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①

16 ① 17 ④ 18 ③ 19 ② 20 ①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Do you have a pair in size 250?
M	 Sure, what color would you like?
W	 Light brown, please.
M	 Let’s see. Oh, here is your size. You can try these on.
W	 They don’t seem to fit well. And the heels are too high. 

I like my shoes to be comfortable.
M	 What about this pair with ribbons?
W	 Yeah, they are pretty.

Translation
여	 이걸로 사이즈 250 있나요?

남	 물론이죠, 어떤 색을 원하십니까?

여	 옅은 갈색이요.

남	 어디보죠. 여기 250 사이즈가 있네요. 신어보세요.

여	 잘 맞는 것 같지 않는데요. 그리고 굽이 너무 높아요. 저는 편안한 신발

을 좋아해요.

남	 리본 달린 이 신발은 어떠세요? 

여	 네, 예쁘네요.

Tips & Clue 
this pair with ribbons를 통해 리본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the heels 

are too high를 통해 낮은 신발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ir 한 쌍, 한 벌  

try on ~를 입어보다

fit 꼭 맞다

comfortable 안락한, 편안한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How does it feel after switching the surfboard?
	 W	 I don’t see any noticeable differences. 
② M	 Please put this up on the board.
	 W	 All right.
③ M	 May I see your boarding card?
	 W	 Here you are.
④ M	 Is everyone on board? 
	 W	 I think so.

Translation
① 남	 서핑 보드를 바꾸니까 어때요?

	 여	 눈에 띄는 차이는 없네요.

② 남	 이걸 게시판에 붙이세요.

	 여	 알겠습니다.

③ 남	 탑승권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	 여기요.

④ 남	 모두 탑승하셨습니까?

	 여	 그런 것 같은데요.

Tips & Clue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그림이므로 공항에서 나누는 대화를 찾아야 한다. board
의 다양한 뜻을 이해해야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다.

surfboard 서핑 보드 

noticeable 눈에 띄는, 현저한, 두드러진 

boarding card 탑승권

03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may I speak to Ms. Johnson?
W	 This is Ms. Johnson. Who is this, please?
M	 My name is Tom. I saw your ad in the newspaper about the 

used computer. 
W	 Are you interested in buying it?
M	 Yes. I need one for my study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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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think this is the perfect computer for a college student. 
If you want, you are welcome to come and look at it after 
7 o’clock.

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존슨 양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전데요, 누구시죠?

남	 저는 톰이라고 합니다. 중고 컴퓨터에 대한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를 드

렸어요.

여	 구입하실 의향이 있나요?

남	 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 필요해서요.

여	 대학생들이 쓰기에 완벽한 컴퓨터에요. 원하신다면, 7시 이후에 컴퓨터

를 보러 오세요.

Tips & Clue 
used computer 중고 컴퓨터

college student 대학생

04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과	시간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Car Care, may I help you? 
M	 Hello. My name’s Philip Hill. I’d like to have my car 

repainted. When can I bring it in?
W	 Okay, Mr. Hill. Can you bring your car in on Thursday at 

6 o’clock?
M	 I don’t get home from work until 7 o’clock. Besides, this 

Thursday is not good for me.
W	 Then what about Monday at 8 o’clock?
M	 That will work.

Translation
여	 카 케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여보세요. 저는 필립 힐이라고 합니다. 차를 다시 도색하고 싶어서요. 

언제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여	 좋아요, 힐 씨. 목요일 6시에 차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남	 퇴근하면 7시에 집에 도착해요. 게다가 이번 목요일은 시간이 안 나네요.

여	 그러면 월요일 8시는 어떠신가요?

남	 그때가 좋을 것 같네요.

Tips & Clue 
마지막으로 언급된 시간이 약속 시간이다.

repaint ~을 다시 칠하다

bring in ~을 가지고 오다

get home from work 퇴근해서 집에 오다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about this one here?
W	 No, she wouldn’t like it. She is too old for that.
M	 Really? Well, then, let’s try the other place. Also the gift 

wrapping is free there.
W	 I hope we can find something she would like there. 
M	 How about asking Judy for a suggestion?
W	 Okay,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ranslation
남	 여기 이건 어때? 

여	 아니, 그녀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걸 쓰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남	 그래? 그럼 다른 곳에 가보자. 그곳은 선물 포장도 공짜로 해줘.

여	 거기에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남	 주디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여	 좋아, 좋은 생각이다.

Tips & Clue 
gift wrapping을 언급하는 걸 보아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gift wrapping 선물 포장

ask for a suggestion 조언을 구하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You look exhausted. Has it been a long day for you?
M	 Yes. My car broke down this morning.
W	 Oh, that’s too bad. Did you have to walk all the way to 

school?
M	 Yes, I did.
W	 How did you get to the museum?
M	 I took the bus.
W	 That’s good. Did you get your car fixed?
M	  No, it won’t be ready until tomorrow afternoon. 

Translation
여	 무척 피곤해 보이는구나. 오늘 힘들었니?

남	 응. 오늘 아침에 차가 고장 났어.

여	 저런.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니?

남	 응, 그랬어.

여	 박물관엔 어떻게 갔니?

남	 버스를 타고 갔어.

여	 잘 했네. 차는 고쳤니?

남	 아니, 내일 오후에나 수리가 끝날 거야.

① 그는 학교까지 걸어갔다. 

② 그는 버스를 타고 박물관에 갔다.

③ 그는 그의 차를 수리하려고 맡겼다.  

④ 그는 차를 찾았다.  

Tips & Clue 
차는 내일 수리가 끝날 것이므로 ④가 답이다.  

exhausted 지친

have a long day 힘든 하루를 보내다

get something fixed ~을 수리하다

07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M	 How was the geography class today?
W	 It was very interesting. We learned about the Mississippi 

River.
M	 Isn’t it the longest river in America?
W	 That’s very good.
M	 I think I know how to spell the name also.
W	 Really? It’s a real long name,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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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오늘 지리 수업은 어땠어?

여	 아주 재미있었어. 미시시피 강에 대해서 배웠어.

남	 그 강은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이 아니니?

여	 잘 아네.

남	 그 강 이름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여	 정말? 아주 긴 이름인데.

① 미국에 있는 강들 ② 그 강 이름의 철자를 쓰는 법

③ 미시시피 강에 관한 사실 ④ 미네소타 주에 있는 강들

Tips & Clue 
미시시피 강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May I speak to Mr. Johnson, please?
W	 He is not in right now.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M	 Yes. My name is William Kennedy, and I am calling to 

let Mr. Johnson know that the meeting this afternoon has 
been rescheduled. The meeting will be held on the 19th 
of September. That’s two days from now. If he has any 
questions, he can reach me at 687-6219.

W	 I’ll make sure that he gets the message. Thanks for calling. 

Translation
남	 존슨 씨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지금 안 계신데요. 전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남	 네. 제 이름은 윌리엄 케네디이고, 오후에 있을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다

는 것을 알려드리려 전화했습니다. 회의는 이틀 후인 9월 19일에 열릴 

겁니다. 존슨 씨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687 - 6219로 저에게 전화하

시면 됩니다.

여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게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Tips & Clue 
통화의 주목적은 변경된 회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be held 열리다, 개최하다 

reach 연락하다, (손을 뻗쳐) 잡다

make sure 확실히 하다  

09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You look bored. Is everything OK?
M	 I don’t know. I like playing basketball outdoors. I could use 

some fresh air.
W	 That’s true. Besides, it gets too hot in here.
M	 I’ll change in the locker room and meet you outside.
W	 Hurry up, don’t make me start without you.

Translation
여	 지루해 보이는데, 괜찮아?

남	 모르겠어. 난 야외에서 농구하는 게 더 좋거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여	 맞아. 게다가 이 안은 너무 더워.

남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고 밖에서 만나자. 

여	 서둘러, 늦으면 너없이 시작할 거야.

① 운동장      ② 교실      ③ 도서관      ④ 체육관

Tips & Clue 
locker room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outdoors 옥외에서 

I could use ~ ~를 할 수 있다

hurry up 서두르다

gym 체육관 (= gymnasium)

10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How was your trip to the mountains?
M	 Great. The colorful fall leaves were unbelievable.
W	 Sounds wonderful. Did you take any pictures during your 

trip?
M	 Yes, but the pictures came out bad. I know I used the same 

camera to take pictures at the Drama Club’s play before.
W	 Did you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film for 

indoor and outdoor photography?
M	 Oh, no. I didn’t realize that.

Translation
여	 산행은 어땠어?

남	 좋았어. 색색가지 단풍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

여	 좋았겠다. 여행가서 사진도 찍었니?

남	 응, 그런데 사진이 제대로 안나왔어. 지난 연극 동아리 공연 때도 똑같

은 카메라로 찍었는데.

여	 실내용과 실외용 사진 필름이 따로 있는 거 알고 있니?

남	 세상에. 그 생각을 못했구나.

Tips & Clue
fall leaves 단풍, 낙엽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come out ~이 나오다

indoor 실내의

outdoor 실외의

1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W	 Jim, I heard that you’re having a party this afternoon.
M	 Yes, that’s right. You’re invited, too.
W	 Thanks. What’s a good time to show up?
M	 The party is around 7:30, but you should try to get here half 

an hour earlier.  
W	 Okay. And how far is your house from mine?
M	 It’s a 30 minute drive. That means you should leave your 

house an hour before the party starts.

Translation
여	 짐, 오늘 오후에 파티를 한다고 들었어.

남	 응, 맞아. 너도 초대했어.

여	 고마워. 몇 시에 가는 것이 좋겠니?

남	 파티는 7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는데,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야 할 거야.

여	 알았어. 우리 집에서 너의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남	 차로 30분 거리야. 파티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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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지.

Tips & Clue
show up 나타나다, 등장하다

half an hour earlier 30분 일찍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Let’s go watch Harry Potter tonight.  
M	 No, I’d like to stay home and watch the football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V. Anyway, the movies are 
too expensive.

W	 But I have two free tickets.
M	 Oh, free tickets? It starts at 7 o’clock, right? Well, we don’t 

want to be late.

Translation
여	 오늘 저녁에 해리포터 보러 가자.

남	 	싫어,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경기나 볼 거야. 어쨌

거나 영화는 너무 비싸잖아.

여	 하지만 무료 입장권이 두 장 있는데.

남	 공짜 티켓이라구? 7시에 시작하지? 음, 늦으면 안 되잖아.    

Tips & Clue
남자는 무료 입장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영화 관람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pensive 비싼

free ticket 무료 입장권 

13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Please wait, I’ll be there in a minute. 
M	 Excuse me. Is Rick home?
W	 I’m sorry, but he doesn’t live here any longer.
M	 Really? I thought he lived here at the Spring Tree Apartments. 
W	 He used to live here until I moved in. 
M	 Do you happen to have his new address?
W	 The apartment manager might have it.	

Translation
여	 잠깐만요, 곧 나갈게요.

남	 실례합니다. 릭이 집에 있나요?

여	 죄송합니다만,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아요.

남	 정말요? 그가 여기 스프링 트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	 제가 오기 전에 여기서 살았었죠.  

남	 그의 새 주소를 아시나요?

여	 아파트 관리인이 혹시 알지도 모르겠네요. 

① 여기 집세는 지금이 더 비싸요.

② 그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③ 그에게 메시지를 남길게요.

④ 별로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해요.

Tips & Clue
not any longer 더이상 ~하지 않다

move in 이사 오다

be of much help 큰 도움이 되다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i, Bob. How do you like your physics class so far?
M	 Well, I already knew a lot of the material to begin with.
W	 Really? What do you mean?
M	 I took the same class last year. I remembered a lot of the 

material from last year. It’s all pretty much the same this 
year.

W	 Were you surprised about it?
M	 Not really. 

Translation
여	 안녕, 밥. 요즘 물리 강의는 어때?

남	 나는 이미 시작 때부터 교재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어.

여	 정말? 무슨 말이니?

남	 작년에도 같은 수업을 들었거든. 작년에 배운 교재에서 많은 것을 기억

하고 있어. 올해 배우는 내용이 거의 같아.

여	 그것에 대해서 놀랐니?

남	 별로. 

①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② 완전히 새로운 거란 없으니까.

③ 아무리 좋다 해도 남의 것은 소용없으니까.

④ 처음에 성공 못하면 다시 도전해야 하니까.

Tips & Clue
to begin with 처음부터

bush 관목, 덤불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W	 It’s okay, but I feel like a stranger.
M	 Why do you say that?
W	 Everyone at the company has been working there for a long 

time.
M	 I see where you are coming from, but you will be fine. 
W	 I hope so. But at the moment 

Translation
남	 새 일은 어때요?

여	 괜찮아요, 하지만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	 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했거든요.

남	 무슨 말인지 알지만, 괜찮아질 거에요.

여	 저도 그러길 바래요. 하지만 지금은 

①  뭍에 오른 물고기에요. (사정이 바뀌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② 좋은 때만 함께 하는 (급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죠.

③ 사방팔방으로 살피고 있죠. (몹시 경계하고 있죠.)

④ 본심은 말하는 것만큼 고약하지 않아요. 

Tips & Clue
feel like a stranger 낮설게 느끼다 

fair-weathered 날씨가 좋을 때만의, 유리할 때만의 

bark 짖는 소리

bite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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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Pasta is often people’s favorite dish. Noodle like pasta, called 
spaghetti, can be mixed with tomato sauce. One of the most 
popular spaghetti dishes, called scampi, has white sauce mixed 
with a variety of seafood.

Translation
파스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다. 스파게티라 불리는 파스타 

국수는 토마토 소스와 곁들여진다. 가장 인기있는 스파게티 중 하나인 스캠

피는 다양한 해산물을 화이트 소스에 버무린 것이다.

Tips & Clue
파스타 국수로 만든 음식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

dish 음식 

noodle 국수 

sauce 양념 

seafood 해산물

1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Once there was a king who loved to eat. In fact, he ate anything 
that was edible except vegetables. One day, he sat down at his 
table to eat his lunch –  a large burger with French fries. He 
took a bite and screameds, “Who put onions on my burger?” 

Translation
옛날에 먹는 것을 즐기는 왕이 있었다. 사실 그는 야채를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이나 잘 먹었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 앉아 점심으로 커다

란 햄버거와 감자 튀김을 먹고 있었다. 그는 햄버거를 한 입 깨물고는 소리

쳤다, “누가 내 햄버거에 양파를 넣었지?”

Tips & Clue
야채를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했으므로 양파가 정답이다.

edible 먹을 수 있는, 식용에 알맞은

French fries 가늘게 썰어 튀긴 감자   

take a bite 한 입 먹다

scream 소리지르다

18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Have you seen Oliver around? I’ve been looking for him all 

day.
W	 Not for a while. But I remember seeing him walking in the 

direction of the cafeteria. Why?
M	 You know that he borrowed my math book, don’t you?
W	 Has he returned your book yet?
M	 That’s why I’m looking for him.
W	 I see. Why don’t you go look for him in the cafeteria then?

Translation
남	 혹시 근처에서 올리버 봤어? 종일 찾아다니고 있어.

여	 한동안 못 봤는데. 그런데 구내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것이 기

억 나. 왜?

남	 올리버가 내 수학 책 빌려간 거 알고 있지?

여	 아직 네 책을 돌려주지 않았어?

남	 그래서 찾고 있는 거야.

여	 그렇구나. 그럼 구내 식당에 가서 찾아보지 그러니?

Tips & Clue
cafeteria 구내 식당

borrow 빌리다

return 돌려주다

1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We have many different kinds of memory function. One 
function, called a short-term memory, is used for temporary 
storage of information like the telephone number that you’ve 
just learned. You’ll remember it long enough to dial it, but 
unless that number is important, you’ll forget it in less than a 
minute. However, when you give thought to something such as 
a particular person or a special event, the memory gets stored 
in a long-term memory. Once the information is stored in the 
long-term memory, you can remember it over and over again.

Translation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기 기억이라 불리는 한 기능

은 방금 들은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사용된다. 번호를 

누를 때까지는 기억되지만, 중요한 번호가 아니라면 1분 내로 잊어버리게 된

다. 반면에, 특정 사람이라던지 특별한 사건을 생각하는 경우는 장기 기억에 

보관된다. 그리고 한 번 장기 기억에 기록되면 계속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다.

Tips & Clue
function 기능, 역할 

short-term 단기의 (↔ long-term 장기의) 

temporary 일시적인

storage 저장

unless ~하지 않으면

give thought to ~을 생각하다

get stored in ~에 저장되다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20	 문제유형	:	의도	파악
Script
This Friday, there will be a seminar at the City Center. The 
seminar is about how to better manage your time. The admission 
is $10 at the door, and $8 for an advance purchase. Call 135-2453 
for more information. 

Q    For what purpose was this passage written?  
① to advertise ② to warn
③ to complain ④ to predict 

Translation
이번 주 금요일 시티 센터에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당일 입장권은 10달러이

며, 미리 구매하면 8달러입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135 - 2453으로 전

화주세요. 

Q 이 지문이 쓰여진 의도는 무엇인가?

① 광고하기 위하여 ② 경고하기 위하여 

③ 불평하기 위하여 ④ 예상하기 위하여

Tips & Clue
manage 관리하다 

admission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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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7 
Answer Key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③ 12 ④ 13 ② 14 ① 15 ④

16 ③ 17 ③ 18 ③ 19 ④ 20 ②

01	 문제유형	:	인물	묘사
Script
M	 I am attracted to a nice girl in this restaurant.
W	 Who’s that?
M	 She is working here now. I have a good feeling about her.
W	 Hey! Isn’t she slender, wearing a black suit with a black 

bowtie?
M	 No. You don’t know my type. Look! Here she comes.
W	 She is wearing a black skirt and a white shirt with glasses, 

isn’t she?
M	 Yes, that’s right. She is really tall, isn’t she?
W	 Yeah, and she is really beautiful. But she is a bit fat.

Translation
남	 이 식당의 괜찮은 아가씨한테 반했어.

여	 누군데?

남	 여기서 일해. 그녀한테 호감이 있어.

여	 야! 날씬하고, 검은색 정장에 검은 나비 넥타이 하고 있는 여자 아냐?

남	 아니야. 넌 내 타입을 몰라. 봐! 이쪽으로 온다.

여	 검은색 스커트에 흰색 셔츠 입고, 안경 꼈다, 그렇지?

남	 그래, 맞아. 정말 키가 크지 않니?

여	 그래, 정말 미인이네. 그런데 좀 통통하다.

Tips & Clue
black skirt, white shirt with glasses에 really tall, a bit fat인 외모의 여자

를 찾아야 한다.

be attracted to ~에 끌리다, ~에게 매력을 느끼다

slender 날씬한, 가냘픈

bowtie 나비 넥타이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W	 Sorry, I am a stranger here.
② M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W	 Medium, please.
③ M	 Put your chin up to the machine and hold your breath.
	 W	 Like this?
④ M	 What seems to be the trouble?
	 W	 I have a fever and my body aches.

Translation
① 남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여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이라서요.

② 남	 스테이크는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여	 보통으로 구워 주세요.

③ 남	 턱을 기계 위에 올리고 숨을 멈추세요.

	 여	 이렇게요?

④ 남	 어디가 편찮으시죠?

	 여	 열이 나고 몸이 쑤셔요.

Tips & Clue
chin 턱

hold one’s breath 숨을 멈추다

fever 열

My body ache. 몸이 쑤신다.

03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Charlie. Are you busy?
M	 Not really.
W	 I’m wondering if you have a calculator you could lend me.
M	 Yes, I have one.
W	 Can I come over now to pick it up?
M	 Actually, my brother needs it to finish his homework. Could 

you come over in two hours?
W	 In two hours? You mean a quarter to seven?
M	 Exactly.
W	 Hmm. I think I will be at the gym at that time. How about 

two and a half hours from now?
M	 That would be fine, too.

Translation
여	 안녕, 찰리. 바쁘니?

남	 별로.

여	 계산기를 빌려줄 수 있나 해서.

남	 응, 하나 있어.

여	 지금 가지러 가도 되니?

남	 사실 내 남동생이 숙제하는 데 써야 하거든. 두 시간 후에 올 수 있니?

여	 두 시간 후? 그러면 7시 15분 전?

남	 응.

여	 음. 그때는 체육관에 있을 텐데. 지금부터 두 시간 반 후는 어때?

남	 그때도 괜찮아.

Tips & Clue
시간을 묻는 문제로 7시 15분 전(a quarter to seven)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한다. 

두 시간 후가 6:45이므로 현재 시각은 4:45이다. 이로부터 2시간 반 후, 즉 7:15

에 여자는 남자의 집에 갈 것이다.

calculator 계산기

lend 빌려주다

a quarter to seven 7시 15분 전

gym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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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May I borrow your cell phone, please?
W	 Why don’t you use your own phone?
M	 My phone is out of order. That’s why I want to borrow your 

phone to call my mother.

Translation
남	 네 휴대폰을 빌려도 되겠니?

여	 네 것을 사용하지 그래?

남	 	내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네 전화를 빌려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해.

① 그의 전화기를 찾지 못해서

② 그의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③ 통화료를 아끼기 원해서

④ 그의 새 전화기가 닳는게 싫어서

Tips & Clue
out of order 고장난

save 절약하다 

phone bill 통화료

get worn 닳다 

05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요일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Korean Air. May I help you?
M	 I missed my flight yesterday to Osaka, Japan. I need to find 

another flight. 
W	 Okay. The next available flight is 3 days from today, at 3:00 

p.m. 
M	 You mean on Thursday?
W	 Yes, that’s right.
M	 That would be fine with me.
W	 I’ve reserved your flight.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Air.

Translation
여	 대한항공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남	 어제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놓쳐서 다른 비행편이 필요해요.

여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후, 오후 3시에 탈 수 있는 비행편이 있습니다.

남	 목요일이요?

여	 네, 맞습니다.

남	 괜찮을 것 같네요.

여	 비행편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월요일       ② 목요일       ③ 일요일       ④ 수요일   

Tips & Clue 
목요일을 기준으로 3일 전이 오늘이므로 답은 월요일입니다.

miss 놓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Thomas, how’s your new job at the cafeteria?

M	 I never thought working in a cafeteria would be so hard. By 
the time I get to class, I’m completely out of energy. 

W	 Gee, I hope you’ll be able to manage your time.
M	 I didn’t know that working and going to school at the same 

time would be this hard. From now on, I’d better think 
twice before getting a job. 

Translation
여	 토마스, 구내 식당에서의 새 일은 어때?

남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수업에 들어갈 때쯤이

면 완전히 녹초가 돼.

여	 세상에, 네가 시간을 잘 관리하길 바래.

남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제부턴 일을 구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Tips & Clue
completely 완전히 

out of energy 녹초가 된, 기운이 빠진

manage one’s time 시간을 잘 관리하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from now on 지금부터는

think twice 깊이 생각하다, 다시 한 번 생각하다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M	 Hi, Cathy. How is it going?
W	 Classes are great, but I’m thinking about changing my 

major.
M	 You’re kidding, right?
W	 No, I’m serious.
M	 I thought you always dreamed about becoming a computer 

scientist.
W	 I did, but I don’t think I have the skill that’s required to 

become a computer scientist.

Translation
남	 안녕, 캐씨. 어떻게 지내고 있니?

여	 수업은 정말 좋지만, 전공을 바꿀까 생각 중이야.

남	 농담하는 거지? 

여	 아니야, 정말이야.

남	 컴퓨터 과학자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여	 그랬지만, 난 컴퓨터 과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Tips & Clue
change one’s major 전공을 바꾸다

skill 재능, 기술

require 필요로 하다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ich channel is the football game on?
M	 It’s on channel 7.
W	 What time will it be on, do you know?
M	 It won’t be on for another 1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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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m going to my room. Call me when it comes on.
M	 But I don’t want to watch the football game.

Translation
여	 어느 채널에서 미식 축구 경기를 해주지?

남	 7번 채널이야.

여	 몇 시에 하는지 아니?

남	 앞으로 15분 후에 할 거야.

여	 내 방에 가 있을게. 시작하면 날 불러.

남	 하지만 난  미식 축구 경기를 보고 싶지 않아.

Tips & Clue
football 미식 축구

another 15 minutes 앞으로 15분

0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W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about him lately?
M	 His body has been shaking.
W	 Is he sneezing a lot also?
M	 That, too. His feet are also cold, and he barks a lot at night.

Translation
여	 최근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었나요?

남	 몸을 떨었어요.

여	 재치기도 많이 하나요?

남	 맞아요. 그리고 발도 차갑고요, 밤에 자꾸 짖어요.

① 의사   ② 동물 조련사 

③ 간호사   ④ 수의사   

Tips & Clue 
sneeze 재채기하다 

bark 짖다

animal trainer 조련사

animal doctor 수의사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id you watch the basketball game tonight?
W	 No, I missed it. I tried to check the scores on the Internet 

during the game, but it wasn’t posted on the web site. 
M	 Were you looking at the All Sports web site?
W	 Yes.
M	 That was the problem. They don’t post the results until 

three hours after the game ends.
W	 Okay. I didn’t know that.

Translation
남	 오늘 밤에 농구 경기를 봤니?

여	 아니, 못봤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으로 점수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웹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았어.

남	 올 스포츠 웹사이트를 본거야?

여	 응.

남	 그게 문제였네. 경기가 끝나고 3시간이 지나야 인터넷상에 결과를 올리

거든.

여	 알았어. 그걸 몰랐구나.

① 그 주에 세 번 

② 경기가 끝난 직후  

③ 경기가 끝나고 3시간 후 

④ 경기 다음 날  

Tips & Clue 
경기가 끝난 후 세 시간 뒤에 인터넷에 결과가 올라온다고 했다.

post 올리다, 공지하다

following day 다음 날

11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Can I help you?
W	 Yes. I’m here to buy a computer monitor.
M	 Well, how about this LCD monitor?
W	 It looks wonderful. How much is it?
M	 The original price was $1,000. It’s on sale at a 15% discount.
W	 Okay, that sounds good. I’ll take it. Can you deliver it to 

my house?
M	 Certainly, but we would have to charge 20 dollars extra for 

delivery.
W	 That’s fine.

Translation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컴퓨터 모니터를 사러 왔습니다.

남	 이 LCD 모니터는 어떠세요?

여	 근사해 보이는군요. 얼마죠?

남	 원래 가격은 1000달러인데 15% 세일 중이에요.

여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그걸로 살게요. 집까지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남	 물론입니다만, 추가로 배송비 20달러를 주셔야 합니다.

여	 괜찮아요. 

Tips & Clue 
($1000) × (0.85) + 20 = $870 

charge ~을 부과하다

extra 추가의

for delivery 배달용의

12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M	 This is the last load for the day.
W	 It’s a lot less than what we normally harvest.
M	 Yes. It’s because we had an unusually dry summer.
W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M	 Unfortunately, nothing. Just wait for the weather to improve. 

Translation
남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실을 분량이에요.

여	 평균 수확량보다 양이 훨씬 줄었군요.

남	 네. 여름 날씨가 유난히 건조했기 때문이에요.

여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남	 불행히도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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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원 관리사  ② 양봉 주민 

③ 화초 재배자 ④ 농부

Tips & Clue 
여름 가뭄 때문에 작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load 한 짐, 한 차

harvest 수확하다

unsually 비정상적으로, 유난히

beekeeper 양봉가

13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I’m glad that we finally got to meet each other.
M	 Yes. I wish we could have met sooner.
W	 Me, too. But at least we did meet.
M	 Yes, that’s true. I’ll call you sometime.
W	 Or you can send me an e-mail. 
M	 I’m sure that we’ll see each other again before long. It only 

takes me a few hours to get to New York by train from here.
W	 That’s true. And I’ll be happy to show you around the city.
M	

Translation
여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남	 네,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	 저도 그래요. 그래도 만나기는 했잖아요.

남	 네, 맞아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여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요.

남	 머지않아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해요. 여기서 뉴욕까지 기차로 몇 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요.

여	 그래요. 그리고 제가 도시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남	

① 제가 전화 할 때까진 전화하지 마세요.

② 뉴욕을 보고 싶어요.

③ 지금 뉴욕 박물관에 같이 가시죠.

④ 뉴욕에 오셔서 저를 방문해 주세요.

Tips & Clue
before long 머지않아 

show (someone) around ~을 구경시켜주다

14	 문제유형	:	의도	파악
Script
W	 How do you think your concert went?
M	 Not bad. It could’ve been better though.
W	 Why do you say that?
M	 I was really busy with my school work this week. I didn’t 

have enough time to practice for the concert.
W	 You were excellent. I don’t think anyone could have 

expected you to do better.

Translation
여	 연주회는 어떻게 된 것 같아?

남	 나쁘지는 않지만, 더 잘할 수도 있었어.

여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남	 이번 주는 수업 때문에 무척 바빴어. 그래서 연주회 연습할 시간이 충분

하지 않았어.

여	 넌 정말 잘 했어. 아무도 네가 그 이상으로 연주를 잘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을거야.

Tips & Clue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말에서 남자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actice 연습하다

expect 기대하다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i, this is Robert Brown. May I speak to Ms. Kennedy, 

please? 
W	 I’m sorry, but she’s not in the office at the moment.
M	 What time will she be back?
W	 Around 2 o’clock this afternoon, sir.
M	 Could you please ask her to give me a call?
W	 Certainly. Does she have your number?
M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케네디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죄송하지만, 지금은 외출 중이세요.

남	 몇 시에 돌아오시나요?

여	 오후 2시 정도요.

남	 저에게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남	

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죠?

② 당신이 상관하실 일이 아닌데요. 

③ 그녀가 모른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④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Tips & Clue
at the moment 지금 당장은

be back 돌아오다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May I speak to Jill, please?
W	 This is her. Who’s calling? 
M	 This is Ronald. 
W	 Hi, Ronald. It’s good to hear your voice. How are things?
M	 Very good, thank you. How did the meeting go with the 

president?
W	 Oh, it couldn’t have been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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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여보세요. 질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전데요. 누구시죠?

남	 저 로날드에요.

여	 안녕하세요, 로날드 씨.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남	 잘 지내요, 고마워요. 사장님과의 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여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① 사장님이 저와는 앞으로 더 이상의 회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② 그런데 왜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③ 사장님이 제가 제시한 기획안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④ 사장님은 제 기획안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화를 내셨어요.

Tips & Clue
사장과의 완벽했던 회의였으므로 부정적인 응답은 답이 될 수 없다.

curious 호기심이 많은

propose 제안하다

impractical 비현실적인 

17	 문제유형	:	일치
Script 
 I really enjoy going to the movies with my friends on weekends. 
I usually check the movie listings in the newspaper or online to 
see what is playing. I like to arrive early at the movie theater so 
that we don’t stand in a long line to buy tickets. Sometimes, the 
movie we want to see gets sold out if we don’t hurry.

Translation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보통 어떤 영화

가 상영중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영화 목록을 확인한다. 

극장에 일찍 도착하는 걸 좋아하는 데 그러면 표를 사기 위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가끔 서두르지 않으면 보고 싶은 영화가 매진되기도 한다. 

Tips & Clue
movie listing 영화 상영 목록 

stand in a long line 오래 기다리다 

get sold out 매진되다 

1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hen I need gas for my car, I pull into a gas station. Years ago, 
full-service gas stations were very common. The gas station 
attendant would put gas in your car, check the oil, and tire 
pressure, and wash your windows. Now, most gas stations are 
self-service where you do all these things on your own.

Translation
나는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할 때면 주유소로 간다. 몇 년 전만 해도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주유소가 매우 흔했다. 주유소 직원들이 차에 기름을 넣어

주고, 엔진오일도 확인해주고, 타이어의 공기압도 확인해 주고, 창문도 닦아 

주었다. 지금 대부분의 주유소는 직접 모든 것을 하는 셀프서비스이다.

Tips & Clue
pull into 차를 세우다, ~로 들어가다

attendant 점원, 접객원

tire pressure 타이어 공기압

on one’s own 스스로

1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a person in a desert is water. 
Travelers tell stories of how they have seen ponds of fresh 
water only to find that what they saw was a mirage. A mirage is 
an optical illusion caused by the bending of the sun’s rays.

Translation
사막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여행자들은 맑은 연못이 보여

서 찾아가 보면 결국은 신기루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기루는 태양광

선이 굴절되며 발생되는 착시 현상이다.

① 사막에서 물을 찾는 방법

① 여행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③ 신기루를 구별하는 방법

④ 신기루 발생의 원인

Tips & Clue
only to ~ 결국은 ~하게 되다

mirage 신기루

optical illusion 착시 현상 

bend 굴절되다

sun’s ray 태양 광선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수학
Script
 In his first three math tests, Charles received scores of 87, 83 
and 88. If he receives 90 on the fourth test, what is the change 
in the average score?

Translation
찰스는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각각 87점, 83점, 88점을 받았다. 네 번째 시

험에서 90점을 받았다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변했는가? 

Tips & Clue
세 번의 수학 시험의 평균은 (87+ 83 + 88) / 3 = 86점이었는데, 네 번째 시험 점수

를 반영한 평균점수 (87+ 83 + 88 + 90) / 4 = 87점이므로 1점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average score 평균 점수

decrease 감소하다

increase 증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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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8 
Answer Key

01 ③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③

11 ③ 12 ① 13 ③ 14 ① 15 ②

16 ④ 17 ① 18 ② 19 ② 20 ①

01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직업
Script
W	 Sit down, please. What seems to be the trouble?
M	 My head hurts and I cannot stop coughing.
W	 Please take off your shirt, so that I can listen to your chest. 

Well, it does not seem that serious, but you should stay 
indoors. I will prescribe some medicine for you.

M	 How often do I have to take the medicine?
W	 Please take the medicine three times a day.
M	 Okay, thanks.

Translation
여	 앉으세요. 어디가 편찮으시죠?

남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여	 가슴 진찰을 해보게 셔츠를 벗으세요. 음,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

다만, 외출은 삼가고 실내에 계세요. 약을 좀 처방해 드릴게요.

남	 몇 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하죠?

여	 하루에 세 번 드세요.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s & Clue
cough 기침하다

take (clothes) off 옷을 벗다

stay indoors (나가지 않고) 실내에 머물다

prescribe 약을 처방하다

02	 문제유형	:	위치	파악
Script
W	 This soccer game is the most exciting one I’ve ever watched.
M	 I agree with you.
W	 Where is your friend Martin sitting?
M	 He’s sitting in the third row.
W	 Okay. Which side of the stairs is he on?
M	 He’s on the right-hand side. 
W	 Which seat is he in?
M	 He’s in the second one from the stairs.
W	 I see him now. Let’s go talk to him.

Translation
여	 이 축구 경기는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로 흥미진진한 경기야.

남	 네 말이 맞아.

여	 너의 친구 마틴은 어디에 앉아있니?

남	 3번째 줄에 앉아 있어.

여	 알았어. 계단 어느 쪽에 있니?

남	 우측에 있어.

여	 어느 좌석에 앉아있니?

남	 계단에서 2번째 자리에 앉아있어.

여	 이제 그가 보인다. 얘기 하러 가자.

Tips & Clue
stair 계단

03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날짜
Script
W	 Hey, Sung-Jun. I heard you’re going to America during 

vacation. Is that right?
M	 Yes, I am. I’m going there with my grandma to attend my 

aunt’s wedding in San Francisco.
W	 When are you leaving?
M	 I am leaving on July 10th and returning two weeks from 

today.
W	 Are you leaving tomorrow then?
M	 Yes, the flight is at 10 in the morning.

Translation
여	 안녕, 성준, 방학 동안에 미국에 간다면서. 정말이야?

남	 맞아. 할머니를 모시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모 결혼식 보러 가.

여	 언제 떠나는데?

남	 7월 10일에 떠나서 오늘로 부터 2주 후에 돌아 와.

여	 그럼 내일 떠나는 거야?

남	 응, 아침 10시 비행기야.

Tips & Clue
오늘로 부터 2주 후에 돌아온다고 했고, 떠나는 날은 내일 7월 10일이다. 따라서 

오늘은 9일이고, 돌아오는 날은 9 + 14 = 23(일)이다.

attend 참석하다

two weeks from today 오늘로 부터 2주 후

04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I heard you were remodeling your house.
W	 Yes. I was thinking about putting a new bathtub in and 

replacing the kitchen sink. Also, I was going to put new 
carpet on the floor.

M	 But, where are all your workers? Nothing’s happening.
W	 Well, I had to drop this wonderful idea because I can’t 

afford it any more.
M	 Why, all of a sudden?
W	 I got fired last week. I need to get a new job first.

Translation
남	 너 집을 리모델링 하고 있다며.

여	 	응. 욕실에 새 욕조를 넣고, 부엌 싱크대를 교체할 생각이었어. 바닥에 

새 카페트도 깔려고 했고.

남	 그런데 인부들은 다 어디에 있어? 시작도 안 했네?

여	 음, 이 멋진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어. 더이상 돈이 없거든.

남	 갑자기 왜?

여	 지난 주에 해고 당했거든. 우선 새 직장을 찾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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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여자는 해고를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에게

는 새 직장을 찾는 게 급선무이다.

remodeling 수리 공사   

bathtub 목욕통, 욕조

replace 교체하다 

drop the idea 생각을 그만두다, 포기하다 

afford ~을 할 여유가 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get fired 해고당하다 

05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Jane, I heard you just broke up with Jonathan. Do you think 

you will find a new boyfriend sometime soon?
W	 Well, I don’t know. Who have you got in mind?
M	 Travis told me he is interested in you and suggested that we 

go to the concert together.
W	 I need some time before I even think about a new boyfriend, 

but I still want to go to the concert.
M	 That’s great. I’ll pick you up at 5 on Saturday.

Translation
남	 	제인, 조나단이랑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 조만간에 새 남자 친구가 

생길 거 같니? 

여	 글쎄, 잘 모르겠어. 누굴 생각하는 거야?

남	 	트레비스가 너한테 관심있다고 하면서 주말에 다 같이 콘서트에 가자고 

하더라.

여	 	새로 남자 친구를 사귀는 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콘서트에는 가고 

싶어.

남	 잘 됐다. 토요일 5시에 데리러 갈게.

① 질투하는 ② 걱정하는

③ 신난 ④ 혼란스러운

Tips & Clue
break up with ~와 헤어지다

pick (someone) up ~을 데리러 가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Hello, Tim. Where are you?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half an hour.
M	 Where am I? I’ve been waiting for you in front of the bus 

stop all this time.
W	 Didn’t I tell you that my mom was going to give me a ride? 

I’m already here.
M	 You’re right. I think I got mixed up. Well, we don’t want to 

be late for the seminar. 
W	 Do you think you can get here on time for the seminar?
M	 Sure. I’ll get a cab and be right there.

Translation
여	 안녕, 팀. 어디 있니? 30분 동안 기다렸잖아.

남	 어디 있냐고?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널 기다리고 있었어.

여	 엄마가 날 차로 데려다 주실 거라고 얘기 안했니? 난 벌써 왔어.

남	 맞아. 내가 착각한 것 같아. 세미나에 늦으면 안 되는데. 

여	 세미나 시간에 맞춰 올 수 있겠어?

남	 그럼. 택시 타고 금방 갈게.

Tips & Clue
give (someone) a ride ~를 차로 데려다 주다

get mixed up 착각하다, 혼동하다

on time 정시에

get a cab 택시타다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Hey, Mark. Wake up.
M	 Come on, mom. Please leave me alone.
W	 It’s Sunday, and you can’t just waste your time sleeping.
M	 I need to get some more sleep. I was up all night playing 

computer games.
W	 That’s your problem. You promised to help me clean the 

house this morning. 
M	 Please let me sleep for another hour or so. I’ll even cut the 

grass.
W	 I guess you’ll have to clean the house all by yourself then.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is morning.
M	 Oh, that’s not fair, mom.

Translation
여	 마크야, 일어나.

남	 제발요, 엄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여	 오늘은 일요일이고 잠을 자는 걸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돼.

남	 좀 더 잘게요. 밤새 컴퓨터 게임했어요.

여	 그건 네 문제야. 오늘 아침에 집안 청소 도와주기로 약속했잖니.

남	 제발 한 시간만 더 자게 해 주세요. 잔디도 제가 깎을게요.

여	 	그럼 너 혼자 집안 청소를 해야겠구나. 엄마는 오전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거든.

남	 아, 그건 불공평 해요, 엄마.

Tips & Clue
waste time ~ing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

be up all night 밤새 깨어 있다

cut the grass 잔디를 깎다 

all by oneself 혼자서

fair 공평한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 can’t believe we are in Beijing.
W	 Yes, it’s a big city, isn’t it? Look at all those people. There 

are so many bicycles on the streets.
M	 I can’t wait to eat some good Chinese food. I love their 

Peking duck.
W	 Yeah, but I miss Korean food already. I know we just left 

Korea, but I have a craving for spicy Korean food.  
M	 Well, I guess we can try finding a Korean restaurant. But 

I think it’s a good idea to try some real Chinese food since 
we are here.

W	 I guess you a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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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우리가 베이징에 왔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여	 그래, 굉장히 큰 도시지? 저 사람들 좀 봐. 거리에 자전거도 엄청 많아.

남	 빨리 정통 중국 요리를 먹어 보고 싶어. 난 북경 오리를 좋아해.

여	 	그래, 그런데 난 벌써 한국 음식이 그리워. 방금 한국을 떠나 왔는데, 매

콤한 한국 음식이 정말 먹고 싶어.  

남	 	한국 식당을 찾아보지 뭐. 하지만 여기 왔으니까 정통 중국 요리를 먹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 해.

여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Tips & Clue
여자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도 중국 요리를 먹자는 남자의 권유에 동의했다. 남

자는 여자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있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miss ~을 그리워하다  

have a craving for ~을 갈망하다, 절실히 원하다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
W	 I don’t know, probably nothing.
M	 Then, why don’t we go see a movie?
W	 How about we go to the music center instead? The London 

Symphony is here.
M	 It sounds boring.
W	 No, classical music is not boring. You’ll like it.
M	 Classical music is just not my cup of tea. 

Translation
남	 이번 토요일에 뭐하니?

여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한 일 없을 거야.

남	 그럼 영화나 보러 갈까?

여	 그것보다 연주회장에 가는 게 어때? 런던 심포니가 공연하거든.

남	 따분하겠는데.

여	 아니야,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지 않아. 좋아할 거야.

남	 클래식 음악은 내 취향이 아니야.

Tips & Clue
Classical music is just not my cup of tea라고 했으므로, 남자는 클래식 음

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und boring 지루해 보이다, 따분해 보이다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

cup of tea [사람, 취미] 기호에 맞는 것 

10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Are you ready for the mountain climbing?
M	 Just about. I need to buy a few more things, though.
W	 What do you need?
M	 I need to buy two cartons of milk, three extra cotton shirts, 

and something that will keep me warm at night.
W	 Anything else you are missing?
M	 Here is the list. Take a look at it. You know I’m always 

open to your suggestions.

Translation
여	 등산할 준비는 다 됐니?

남	 거의. 몇 가지 더 사야 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여	 뭐가 필요한데?

남	 우유 2통, 여벌의 면 셔츠 세 장, 그리고 밤에 몸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 

필요해.

여	 빠진 것은 없니?

남	 여기 목록이 있어. 한번 봐. 나는 항상 네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알

잖아.

Tips & Clue
just about 그럭저럭, 거의

carton 판지 상자

cotton 면

be open to one’s suggestion ~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다

11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W	 You don’t look so happy.
M	 Umm... Two months ago, Chris and I went to a baseball 

game. I paid for the tickets and asked him to pay me back 
as soon as he could.

W	 Has he paid you back?
M	 No, he still hasn’t. I called him many times.
W	 What did he have to say?
M	 Whenever I called him, he promised he would pay me the 

next week, but he never kept his word.
W	 So?
M	 Should I give up?
W	 Yeah, maybe.

Translation
여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네.

남	 음... 두 달 전에 크리스와 야구를 보러 갔었어. 내가 표 값을 지불하고 

크리스 보고 가능한 빨리 갚으라고 했거든.

여	 크리스가 네 돈을 갚았니?

남	 아니, 아직도 안 갚았어. 전화도 여러 번 했지.

여	 크리스는 뭐래?

남	 내가 전화할 때마다 다음 주에는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여	 그래서?

남	 포기해야 할까?

여	 음, 아마도.

① 즐거운        ② 안심한       ③ 기분 상한        ④ 겁먹은    

Tips & Clue
남자는 크리스가 약속을 번번히 어기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있음을 알 수 있다.

pay back 돈을 갚다

keep one’s word 약속을 지키다

give up 포기하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Oh, my gosh! My wallet is missing. I think i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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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en.
M	 Calm down and check your pockets carefully one more 

time.
W	 I’m sure I had my pocket picked at the store.
M	 How much cash were you carrying in it?
W	 Not that much cash, but my credit card and my passport 

were also in it. Bob, would you contact the Korean 
Embassy and file a report for me, please?

Translation
여	 어머! 지갑이 안 보여. 도둑맞은 것 같아.

남	 진정하고 다시 한 번 주머니를 찾아봐.

여	 상점에서 소매치기 당한 것이 분명해.

남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여	 돈은 많지 않았는데, 신용카드와 여권이 들어 있었어. 밥, 내 대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신고를 해 주겠니?

Tips & Clue
missing 사라진, 실종된

calm down 진정하다

have one’s pocket picked 소매치기 당하다

contact 접촉하다, 연락하다

embassy 대사관

file a report 신고하다

13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Is that a new painting? 
M	 Yes, it’s modern art. So, what do you think?
W	 I don’t like it very much.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olors 

and the patterns are weird.
M	 That’s the reason why I like it. It’s quite different from the 

paintings I’m used to.
W	 Do many people buy this sort of painting, or only a few?
M	 Some don’t care for it, but modern art is becoming very 

popular these days.
W	 I think it’s a matter of taste. In other words,	

Translation
여	 저것은 신작인가요?

남	 네, 현대 미술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별로 마음에 안드네요. 색이 너무 다양하고, 패턴도 낯설어요.

남	 그게 제가 이 그림이 맘에 드는 이유에요. 여태까지 보았던 그림들과 달

라서요.

여	 이런 종류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사나요?

남	 어떤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현대 미술은 요즘 상당히 인기있어요.

여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죠.

② 겉모습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말아야죠.

③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 눈에 달렸죠.

④ 돌다리도 두들여야죠.

Tips & Clue
painting 회화, 그림

modern art 현대 미술

weird 기묘한, 괴상한

sort 종류

care for 좋아하다, 바라다

matter of taste 취향의 문제

beholder 지켜보는 사람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M	 What did you do yesterday?
W	 I went to see a basketball game between the Lakers and the 

Knicks.
M	 I missed that game. Which team won the game?
W	 The Knicks beat the Lakers.
M	 By the way, how did you get to the sports arena?
W	

Translation
남	 어제 뭐 했어?

여	 레이커스와 닉스의 농구경기를 보러 갔어.

남	 그 경기 못 봤는데. 어느 팀이 이겼어?

여	 닉스가 레이커스를 물리쳤어.

남	 그런데, 경기장에는 어떻게 갔니?

여	

① 내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줬어. 

② 농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야.

③ 상관 없는 거잖아?

④ 공짜 표가 있었거든. 

Tips & Clue
경기장에 어떻게 갔냐고 묻는 것은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것이다.

beat ~을 이기다 

sports arena 경기장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My dishwasher doesn’t work. 
M	 Did you try to fix it?
W	 Yes. I tried fixing it myself, but couldn’t make it work. 
M	 I think you’d better have a professional look at it.
W	 I guess you’re right. I was only trying to fix it by myself to 

save the repair cost. 
M	

Translation
여	 식기 세척기가 작동을 안 해요.

남	 고쳐 보려고 해봤어요?

여	 네. 직접 고쳐 보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남	 기술자가 한 번 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	 그 말이 맞아요. 수리비를 아끼려고 혼자 고쳐 보려고 했죠.

남	

① 새 걸 하나 사지 그래요?

②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③ 혼자서 고치기 아주 쉬워요.

④ 수리기사 한 명 고용하는 비용은 대개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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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여자가 혼자 고쳐 보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라는 응답

이 적절하다.

dishwasher 식기 세척기

professional 전문가

repair cost 수리비

repairperson 수리기사

1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According to popular belief, plants and flowers should never be 
left in bedrooms when people are sleeping. Those who hold this 
view believe that the plants are not good for the human body 
during the night. But, U.S. Public Health Services say that this 
view is totally false even though this belief dates back to many 
centuries ago. 

Translation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수면 중에 식물이나 꽃들을 침실에 놓지 말아야 한

다고 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식물들이 밤 사이 인체에 해롭

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 공중 위생국은 이런 생각이 수세기 전부터 있어왔

지만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Tips & Clue
미국 공중 위생국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수면 중 식물이 인체에 이롭다는 언급은 

없다. 

belief 믿음, 신념

view 견해

totally 전적으로

false 틀린

date back (to) 거슬러 올라가다

17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주제
Script
Every morning, I brush my teeth right after I eat breakfast.        
I brush for about two or three minutes. I brush up and down 
to reach the spaces between my teeth. When I finish brushing,       
I rinse my mouth and the toothbrush. 

Translation
매일 아침 나는 식사 직후에 이를 닦는다. 약 2~3분간 이를 닦는데, 이 사이

가 잘 닦이도록 위아래로 칫솔질을 한다. 칫솔질이 끝나면 입과 칫솔을 헹군다.

① 양치질 ② 이 헹구기       

③ 칫솔 깨끗이 하기 ④ 나의 치아    

Tips & Clue
칫솔질 방법이 강조되었으므로 주제는 ‘양치질’이다.

up and down 위아래로

space between teeth 이 사이

rinse 헹구다

18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Thank you for calling Air Korea. All of our operators are busy 
at this time. If you need information on flight schedules, please 
visit our home page at www.airkorea.com. If you wish to 

speak to one of our representatives, please hold. Calls will be 
answered in the order that they came. Please do not hang up.

Translation
에어 코리아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들이 통화중입

니다. 비행 스케줄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www.airkorea.
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상담 직원과 통화를 원하시면 잠시만 기다려 주

십시오. 전화가 걸려 온 순서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끊지 말아주시기 바

랍니다.

Tips & Clue
상담원과 통화를 원한다면 끊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

operator 전화 상담원 

representative 판매 대리인, 직원

hold (the line) 끊지 않고 대기하다

hang up 전화를 끊다

19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제목
Script
Korea has many national parks, monuments and historical sites. 
The main purpose of these is to protect the sites and the natural 
beauty so that all Koreans can enjoy them for a long time.

Translation
한국에는 국립공원, 유적과 역사적인 장소가 많다. 이곳들을 만든 주된 취지

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호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오래도록 

보고 즐기게 하려는 것이다. 

Tips & Clue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national park 국립공원

monument 기념비, 기념물, 유적 

purpose 취지, 목적 

protect 보호하다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주제문	파악
Script
① Last summer Nancy flew around the world. ② She started in 
Seoul and made her first stop in Bali. ③ Bali is a wonderful city 
and Nancy made some new friends there. ④ She relaxed on the 
beach. She will never forget the beauty of the beach.
Q	Which sentence is best as a topic for the paragraph?

Translation
① 지난 여름 낸시는 비행기로 세계 여행을 했다. ②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

일 먼저 발리로 갔다. ③ 발리는 아름다운 도시이고 낸시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④ 그녀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했다. 해변의 아름다움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Q 지문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문장은?

Tips & Clue
relax 긴장을 풀다, 휴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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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 9  
Answer Key

01 ③ 02 ④ 03 ② 04 ② 05 ②

06 ③ 07 ③ 08 ② 09 ①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② 19 ③ 20 ①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Mom! I’m starving! Is there anything to eat in the refrigerator?
W	 I will be right with you.
M	 Just tell me, I can get it myself.
W	 What do you want to eat?
M	 I want to eat a ramyon with kimchi, but I can’t find any 

kimchi.
W	 It’s in the kimchi-refrigerator next to the stove.
M	 Yeah, I see it. Thanks.

Translation
남	 엄마! 배고파요!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있나요? 

여	 금방 갈게.

남	 그냥 말하세요, 제가 찾을게요.

여	 뭐 먹으려고?

남	 라면하고 김치요, 그런데 김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어.

남	 네, 보여요. 고맙습니다.

Tips & Clue 
여자의 말에 따르면 남자가 찾는 것은 kimchi-refrigerator next to the stove
에 있다.

starving 배가 몹시 고픈

next to ~의 옆에

02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M	 Welcome to lady’s clothing. May I help you?
W	 How much is the black dress? 
M	 It’s 90 dollars, ma’am.
W	 I like it. May I try it on?
M	 Certainly.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W	 Thanks.

Translation
남	 어서 오세요, 여성복 매장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저 검정 드레스는 얼마에요?

남	 90달러입니다.

여	 마음에 드네요. 입어볼 수 있을까요?

남	 물론이죠. 탈의실은 저쪽입니다.

여	 고마워요.

Tips & Clue 
try on 입어보다, 시험해 보다

fitting room 옷 입어 보는 방, 탈의실

03	 문제유형	:	장소	
Script
M	 Is it possible for me to take some time off work?
W	 How many days do you want to take?
M	 About three days over the weekend.
W	 I need to check the schedule first.
M	 I need to take my mom to the hospital.
W	 I will let you know by the end of the day.

Translation
남	 휴가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	 며칠이나 필요하신가요?

남	 주말을 걸쳐서 3일 정도요.

여	 스케줄을 먼저 확인 해봐야겠네요.

남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여	 오늘 내로 알려드릴게요.

① 병원에서 ② 직장에서

③ 여행사에서  ④ 리조트에서

Tips & Clue
take time off work 휴가를 갖다

by the end of the day 오늘 내로 

04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I’m really hungry because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I’ll go over to the corner store and pick up some snacks.
W	 Wait! What time is it now?
M	 1:00 a.m. Why?
W	 They closed an hour ago. The store used to be open 24 

hours, but they changed their hours. 
M	 Oh, I should have gone earlier.

Translation
남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배가 고파. 동네 가게에 가서 과자 좀 사

올게.

여	 잠깐만! 지금 몇 시지?

남	 새벽 1시. 왜?

여	 한 시간 전에 문 닫았어. 그 가게가 예전에는 24시간 열었었는데 시간이 

바뀌었어.

남	 진작 갔다 왔어야 하는 건데. 

Tips & Clue
corner store 동네 가게

open 24 hours 24시간 영업하는

should have + p.p. ~했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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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제유형	:	추론
Script
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oach of the Korean national 

soccer team?
M	 You mean Jung Moo Huh? I think he is all right.
W	 Do you think the Korean team will win in the preliminary 

round?
M	 I think you’re expecting too much from him. Remember, 

he is not the player on the field. He can only tell the players 
what to do, and the rest is up to the players.

Translation
여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남	 허정무 말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	 한국 팀이 예선전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니?

남	 너무 많은 것을 그 사람한테서 기대하는구나. 감독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둬. 감독은 선수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

시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선수들에게 달렸지.

Tips & Clue
preliminary round 예선전 

rest 나머지

be up to (someone) ~ ~에게 달렸다

06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M	 Oh, my goodness. I’m late for school.
W	 Hurry up. You’re going to miss the bus.
M	 It’s too late for the bus.
W	 How about a taxi? You want me to call one for you?
M	 How about your car?
W	 It’s being repaired at the auto shop.
M	 Then, call a cab.

Translation
남	 오, 세상에. 학교에 늦었어.

여	 서둘러. 버스 놓치겠다.

남	 버스 타기에는 너무 늦었어.

여	 택시는 어때? 택시 한 대 불러줄까?

남	 네 차는?

여	 정비소에서 수리 받고 있어.

남	 그럼, 택시 불러.

Tips & Clue
auto shop 자동차 수리점

cab 택시 

07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시간
Script
M	 Anne,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W	 Nothing special yet. Why?
M	 I want to see Van Gogh’s exhibition at Seoul gallery. Would 

you like come with me?

W	 Sure, do you know what time the Seoul gallery closes?
M	 They close at 8 p.m. I’ll stop by your place after lunch.
W	 Do you think you will get here around 1:30?
M	 It will be 30 minutes later than that.

Translation
남	 앤,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니?

여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데. 왜?

남	 서울 미술관에서 하는 반 고흐 전시회 보고 싶어. 나랑 같이 갈래?

여	 좋아. 서울 미술관이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아니?

남	 저녁 8시에 닫아. 점심 먹고 너희 집으로 갈게.

여	 1시 30분 쯤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니?

남	 30분쯤 더 걸릴 거야.

Tips & Clue
1시 반에서 30분이 더 걸린다고 했으므로 2시에 만날 예정이다.

exhibition 전시

gallery 화랑

08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elcome to Lamppost Pizza.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W	 I’d like a large size pizza with extra cheese on it.
M	 Would you like any toppings on it?
W	 Oh, the toppings? What kind of toppings do you have?
M	 We have pepperoni, sausage, mushrooms, onions, pineapples, 

ham, ma’am.
W	 Well, they all sound good, but I think I’ll just have a plain 

pizza tonight.

Translation
남	 램포스트 피자입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여	 러자 사이즈 피자에 치즈를 추가로 올려 주세요.

남	 토핑을 올려 드릴까요?

여	 아, 토핑이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남	 페퍼로니, 소시지, 버섯, 양파, 파인애플, 햄이 있습니다.

여	 다 맛있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플레인 피자로 하겠어요.  

① 라지 사이즈 컴비네이션 피자    

② 라지 사이즈 치즈 피자

③ 아주 두꺼운 피자

④ 아주 큰 사이즈 치즈 피자

Tips & Clue
large with extra cheese는 extra large size가 아니고 cheese를 추가하는 

것이다. plain pizza는 토핑이 없이 치즈만 올려져 있는 피자를 말한다. 

extra 추가분 

topping 맨 위 장식

extra large size 초대형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Hi, welcome to John’s Hyundai. How can I help you today, 

ma’am?
W	 Well, I’m looking for a used compact siz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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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m glad you came to us. We have just the right car for you. 
It’s a 2005 model Avante. It’s a great color, isn’t it?

W	 Hmm. It looks pretty good on the outside. How does it run?
W	 Well, ma’am, to tell you the truth, I used to drive this car. 

It’s in excellent condition. You can count on it.

Translation
남	 어서 오세요. 존스 현대 입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소형 중고차를 찾고 있습니다.

남	 	저희를 찾아오시길 잘 하셨어요. 손님에게 아주 적당한 차가 있습니다. 

2005년 형 아반테입니다. 색상도 좋지요? 

여	 외양은 좋아 보이네요. 차 상태는 어떤가요?

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몰던 차입니다. 아주 상태가 좋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Tips & Clue
compact size 소형 

on the outside 외부는, 외부를 봐서는

to tell the truth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You can count on it. 밑으셔도 됩니다. 

10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W	 Hi, welcome to the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History.
M	 I would like a ticket, please.
W	 That will be 10 dollars, please.
M	 Do you have a student discount rate?
W	 Yes, we do. But we need to see your student ID, please.
M	 Here is my student ID. How much discount do I get?
W	 Students get a 25% discount.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국립 과학 역사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	 입장권 한 장 주세요.

여	 1O달러입니다.

남	 학생 할인 가격이 있나요?

여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남	 여기 학생증 있습니다. 할인은 얼마나 되지요?

여	 학생 할인은 25%입니다.

Tips & Clue
10달러에서 학생 할인 25%를 받았으므로 7달러 50센트가 된다.  

student discount rate 학생 할인률 

11	 문제유형	:	장소	
Script
W	 Hi, I would like to check out, please.
M	 Certainly. Did you enjoy our services?
W	 Yes, thank you. How much would it be? Oh, don’t forget to 

add the telephone charges. I made some international calls 
last night.

M	 Thanks for telling me, ma’am. The total comes out to 124 
dollars. How would you be paying for it?

W	 It’s a business trip. I’d like to charge it to my company 

credit card, please.
M	 Certainly. Thank you and have a nice trip back.

Translation
여	 안녕하세요,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남	 네. 서비스는 만족하셨나요?

여	 	네, 감사합니다. 얼마지요? 전화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걸 잊지 마세요. 

어제 밤에 국제 전화를 몇 통 했어요.

남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24달러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여	 출장 중이라, 회사 신용 카드로 결제할게요. 

남	 좋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좋은 여행 되세요. 

① 식당 ② 전화 회사 

③ 리조트 ④ 호텔

Tips & Clue
check out (호텔 등에서) 체크 아웃하다

telephone charge 통화료

make an international call 국제전화를 걸다 

charge it to one’s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12	 문제유형	:	감정,	심경	
Script
M	 Have you ever tried shark’s fin soup before? It is yummy.
W	 Well, lucky you. No, I haven’t. It is just too expensive for 

me.
M	 Yeah, but it’s so delicious. You really should try it one of 

these days.
W	 Not until I get a raise. 
M	 By the way, Sally, could I treat you to shark’s fin soup this 

Saturday in Chinatown? I know a good restaurant there.
W	 Are you serious? What’s the occasion? Am I missing something 

here?
M	 Lady, It’s your birthday Saturday. How could you forget 

your own birthday?

Translation
남	 샥스핀 수프 먹어 본 적 있니? 정말 맛있어.

여	 행운아로구나. 못 먹어봤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남	 그래, 하지만 진짜 맛있어. 언젠간 너도 한 번 먹어 봐야해.

여	 봉급이 오르기 전엔 안 돼.

남	 	그런데 샐리. 이번 토요일에 차이나타운에서 이 요리 대접해도 되겠어? 

거기에 있는 멋진 식당을 알거든.

여	 정말이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니? 

남	 아가씨, 토요일은 네 생일이야. 어떻게 자기 생일도 잊을 수 있니?

① 실망한 ② 후회하는

③ 부끄러운 ④ 혼돈스러운

Tips & Clue
여자는 자신의 생일도 기억 못했으므로 당황해서 부끄러울 것이다.

shark’s fin 상어의 지느러미

yummy 맛있는 

one of these days 언젠가는

get a raise 봉급인상을 받다

treat (someone) to ~ ~으로 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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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제유형	:	추론
Script 
M	 Look. The bases are loaded. It’ll be a grand slam if he hits 

one out.
W	 What does it mean? 
M	 It means they will score four runs and be up by 3 runs.
W	 OK. It’s getting kind of late and I am getting sleepy. What 

time will the game be over?
M	 Well, the game is not over until they play nine innings. 

There is no set time in this sport.
W	 We could be here all night, then? 

Translation
남	 저것 봐. 만루야. 하나만 넘기면 만루 홈런이 될텐데.

여	 그게 무슨 말이야?

남	 그렇게 되면 4점이 나서 3점 차로 앞서게 되는 거야.

여	 알았어. 시간이 꽤 늦어서 졸립다. 경기는 언제쯤 끝나?

남	  9회를 마치기 전엔 경기가 끝나지 않아. 이 스포츠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거든.

여	  그럼, 밤새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

① 배구 ② 테니스 

③ 야구 ④ 골프

Tips & Clue
Bases are loaded. 만루가 되었다.

grand slam 만루 홈런 

run 점수

be up by 3 runs 3점 차로 리드하다 

inning 이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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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남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여	 별로 하는 일 없어.

남	 영화 보러 갈래?

여	 좋아.

남	 CGV 극장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 중이니?

여	

① 뭐 하고 놀고 싶니? ② 알라딘.

③ 영화. ④ 극장에서 게임하자.

Tips & Clue
What’s playing at the CGV theater?는 무슨 영화가 CGV 극장에서 상영 중

인지를 묻는 질문이므로 영화의 제목이 정답이다.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I heard that the art museum downtown will be knocked 

down. 
M	 Yes, the city made their final decision yesterday. 
W	 I’m not surprised, because it’s such an old building.
M	 And weren’t there some problems with the building not too 

long ago?
W	 That’s right. Parts of the ceiling started to crack.
M	

Translation
여	 시내에 있는 미술 박물관이 철거될 거래요.

남	 네, 어제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여	 그 건물은 정말 오래 되어서 놀랍진 않네요.

남	 그리고 얼마 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여	 맞아요. 천장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남	

① 남의 돈 천냥이 내 돈 한 푼만 못하죠.

② 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③  낙타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지푸라기죠. 

④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Tips & Clue
천장에 금이 간 것 때문에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③의 응답이 문

맥상 적절하다.

be knocked down 철거되다

decision 결정

ceiling 천장

crack 금이 가다

worth 가치가 있는

straw 지푸라기

camel 낙타

16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How has your golf been lately? 
M	 Not very good. I’ve been practicing a lot, but my score is 

always disappointing.
W	 I don’t think it’s your skill.
M	 Really? What do you mean?
W	 I think you need to learn to relax during the game. 
M	 I’ll do that. I’m sure that 

Translation
여	 요즘 골프는 잘 되요?

남	 좋지만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해 왔지만, 점수가 늘 실망스러워요.

여	 당신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남	 정말요? 무슨 말이에요?

여	 경기 중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어요. 

남	 그렇게 해볼게요. 확실히 

① 더 자주 연습하지 말아야겠어요.

② 한 번도 골프를 같이 쳐본 일이 없군요.

③ 당신은 골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④ 효과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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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Clue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expert 전문가

make a difference 변화를 가져오다

17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계산
Script
The roller coaster can carry 72 people at one time. There are 9 
cars. How many people can ride in each car?

Translation
롤러코스터는 한 번에 72명을 태울 수 있다. 롤러코스터에는 9량의 객차가 

있다. 각 객차에 몇 명이 탈 수 있나?

Tips & Clue
72 ÷ 9 = 8(명)이다.

at one time 한 번에, 동시에, 매번 

car 객차  

each 한, 각각

18	 문제유형	:	추론
Script
This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athletic event in the world. It 
brings together thousands of athletes representing their mother 
countries throughout all six continents.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watch the event on television. 

Translation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체육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선수

들이 여섯 개 대륙에 위치한 각자의 국가를 대표해 참가한다. 전 세계의 십

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행사를 관람한다.

① 아시안 게임 ② 올림픽 게임  

③ 정상 회담 ④ 월드컵  

Tips & Clue
athlete 운동선수

represent 대표하다

mother country 조국

continent 대륙

billion 10억

1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Her anger never lasted long, and having confessed to her fault, 
she tried to do better. Her sisters used to say that they rather 
liked to get Susan angry, because she always behaved like an 
angel afterwards.

Translation
그녀의 분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잘못을 고백한 후 그녀는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언니들은 그녀가 화를 낸 후 천사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수

잔이 화를 내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고 말하곤 했다.

Tips & Clue
last 지속되다

confess 고백하다

behave 행동하다

afterwards ~후에

20	 문제유형	:	통합	교과형	-	사회
Script
The American press criticized the behavior of French people 
eating goose liver and horse meat, saying it was animal abuse. 
Meanwhile, the French denounced the habit of Koreans eating 
dog meat as barbaric behavior.

Q	  Which best expresses the recognition of cultural differences 
for the paragraph?

Translation
미국 언론은 거위 간과 말고기를 먹는 프랑스인의 행태를 동물 학대라고 비

난했다. 반면,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야만 행위로 비난하였다.

Q	지문에 등장한 문화적 차이점 인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Tips & Clue
goose liver 거위 간

animal abuse 동물 학대

meanwhile 반면

denounce 비난하다, 매도하다

barbaric 야만적인

recognition 인식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 차이점

TEST 20
Answer Key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③ 14 ① 15 ④

16 ① 17 ① 18 ④ 19 ② 20 ④

01	 문제유형	:	사물	묘사	
Script
W	 I’m looking for a clock. Can you help me with it?
M	 Yes, what kind of clock are you looking for?
W	 One that isn’t too small for my living room.
M	 How about this one?
W	 It’s too big for my living room.
M	 Then what about this one over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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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t’s too fancy, and I don’t like the bird on it. I need a square 
one that I can hang on the wall.

M	 I think I know exactly what you’re looking for. Like this 
one?

W	 Yes, that’s perfect. I’ll take it.

Translation
여	 시계를 사려고 해요. 도와 주시겠어요?

남	 네, 어떤 종류의 시계를 찾고 계시나요?

여	 거실에 놓을 너무 작지 않은 것으로요.

남	 이것은 어떤가요?

여	 거실에 놓기엔 너무 크네요.

남	 그러면 여기 이것은 어떤가요?

여	 너무 화려하고, 그 위의 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실 벽에 걸 수 있는 

정사각형 시계가 필요해요. 

남	 어떤 것을 찾고 계신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	 네, 좋네요. 그걸로 살게요.

Tips & Clue
fancy 화려한 

square 정사각형

hang on the wall 벽에 걸다

02	 문제유형	:	대화	판단
Script
① M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W	 No, I had to study for the test.
② M	 I’m hungry. Let’s go get some lunch. 
	 W	 How about a hamburger?
③ M	 Oh, no! I left my jacket in there.
	 W	 You’d better hurry. They’re closing now.
④ M	 Do you know where I can get a map?
	 W	 Probably at the City Center.

Translation
①  남	 어젯밤에 그 경기 봤어?

 여	 아니, 시험 공부 해야 했거든.

② 남	 배고프다. 점심 먹으러 가자.

  여	 햄버거는 어때?

③ 남	 오, 이런! 거기에다 재킷을 놓고 왔어.

  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문 닫고 있어.

④ 남	 어디서 지도를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	 아마도 시티 센터에서요. 

Tips & Clue
get some lunch 점심을 먹다

hurry 서두르다

03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금액
Script
M	 Hi. How much are movie rentals here?
W	 Well, new releases are $4 and all other movies are $2. We 

also have a special package. That’s 5 movies for $5 for 5 
days. By the way, that package doesn’t include the new 

releases.
M	 Oh, really? I like that. I want a special package and one 

new release.
W	 OK. Please make your selections.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여기 비디오테이프 빌리는 데 얼마죠?

여	 신작은 4달러고 다른 영화는 2달러입니다. 특별 패키지도 있습니다. 5

일 동안 5개의 비디오를 5달러에 빌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작은 포함이 

안 됩니다.

남	 그래요? 괜찮네요. 특별 패키지 하나랑 신작 비디오 하나를 빌릴게요.

여	 좋아요, 원하시는 영화를 고르세요.

Tips & Clue
rental 임대료 

release (영화, 연극의) 개봉 

include 포함하다

make one’s selection 고르다, 선정하다

04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Hello, Western Unions. May I help you?
W	 Yes, please. Are the part - time positions you advertised in 

the newspaper yesterday still available? 
M	 Yes, they’re still available.
W	 How do I apply for a position?
M	 You can log onto our company’s homepage and get an 

application form.
W	 When does the hiring end?
M	 There is no set date, but there aren’t many positions left. 

You need to send it in as soon as you can.
W	 OK. I can come over to your office in person today.  

Can you tell me where your office is located?

Translation
남	 안녕하세요, 웨스턴 유니언사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네. 어제 신문에 광고하신 파트 타임 일자리가 아직 있나요?

남	 네, 아직 있어요. 

여	 어떻게 지원하면 되죠?

남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	 채용이 언제 끝나나요?

남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만, 자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가능한 빨리 

제출하셔야 돼요.

여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Tips & Clue
position 일자리

log on ~에 접속하다

application form 지원서

in person 본인이, 몸소 

05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J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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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think I do.
M	 Did you talk to him? What’s wrong?
W	 He got the result of the test he took yesterday. He failed the 

test.
M	 Oh, no, that’s why. Why don’t you give him some words of 

comfort?
W	 I was going to, but I thought it would be best if I left him 

alone for now.

Translation
남	 제이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

여	 아는 것 같아.

남	 말해 봤어? 무슨 일인데?

여	 어제 본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시험에서 낙제했대.

남	 저런, 그랬구나.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래?

여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은 혼자 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Tips & Clue
위로의 말을 해주라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제이크를 혼자 두는 것(left him 

alone)이 나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words of comfort 위로의 말

leave [someone] alone ~을 내버려 두다

06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Mike is going to take the job, isn’t he?
M	 I think he will. It’s too good a position for him to let go.
W	 How about Elaine? How is she taking the news?
M	 She is obviously upset at his promotion. She was the next 

one in line for that job.
W	 I hope things will work out for her. She deserves the job.

Translation
여	 마이크가 그 자리를 받아들이겠지?

남	 그럴 거야. 그가 놓치긴 너무 아까운 자리거든.

여	 일레인은 어때?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남	 그의 승진에 분명히 기분이 상했지. 그녀가 승진할 차례였는데.

여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잖아.

Tips & Clue
let go 그냥 보내다, 버리다

obviously 분명히

promotion 승진

next in line 다음 차례

deserve ~할 가치[자격]이 있다

07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Frank, you look so tired! What’s up?
M	 I walked all the way from my house to the park and back.
W	 Why did you go to the park? Did you take a rest there?
M	 No, I decided to go for a walk for my health. Walking i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	 That’s right. I’m really into yoga now.

Translation
여	 프랭크,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남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갔다 왔어.

여	 공원엔 왜 갔어? 거기서 쉬다 왔니?

남	 아냐, 건강을 위해 산책하기로 했거든. 살을 빼는 데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여	 맞아. 나는 요새 요가에 푹 빠졌어.

① 누군가를 만나러 ② 휴식하러 

③ 운동하러 ④ 나무를 보러 

Tips & Clue
남자의 말 I decided to go for a walk for my health에 답이 있다.

lose weight 살을 빼다

be into yoga 요가를 열심히 하다

exercise 운동하다 

08	 문제유형	: 수치	능력	-	나이
Script
M	 How old is your farther?
W	 He just turned sixty this year.
M	 How about your mother?
W	 According to the official paperwork, she is thirteen years 

younger than my father. But, in reality she is only ten years 
younger.

M	 There is a wide age gap between your mother and father.
W	 It used to be a very common thing in the past.

Translation
남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여	 올해 60이 되셨어.

남	 어머니는?

여	 서류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13살 차이인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10년 

젊으셔.

남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많으시구나.

여	 옛날에는 아주 흔했던 일이야.

Tips & Clue
official paperwork 공식적인 서류

in reality 실제로는, 실은

age gap 나이 차이 

common 일반적인

09	 문제유형	: 일치
Script
W	 What are you reading?
M	 It’s Hamlet by Shakespeare. Are you familiar with this 

book?
W	 I’m ashamed to say it, but I don’t read much of those classics.
M	 You must, really. There is a lot of interesting stuff in the 

books.
W	 You sound like you’ve read a lot of them.
M	 Well, I’ve read some, Poe, Hemingway, Dickens....
W	 Well, I guess I should force myself to rea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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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여	 무슨 책을 읽고 있니?

남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야. 이 책 너도 아니?

여	 창피하지만, 나는 고전은 많이 안 읽어.

남	 읽어야 해. 고전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

여	 너는 많이 읽은 것 같네.

남	 조금 읽었어, 포우, 헤밍웨이, 디킨스...

여	 나도 억지로라도 읽어야겠다.

Tips & Clue
be familiar with ~에 익숙하다

ashamed 수치스러운, 창피한

interesting stuff 재미있는 것

force oneself to 강제로 ~하게 하다

10	 문제유형	: 할	일	찾기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Hello, Samba Restaurant.
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W	 All right. At what time?
M	 8 o’clock, please.
W	 8 o’clock. For how many?
M	 There are ten of us.
W	 Ten! May I ask what the occasion is?
M	 We’re going to celebrate my mother’s birthday.
W	 All right! A party of ten at eight. May I have your name?

Translation
여	 여보세요, 삼바 레스토랑입니다.

남	 오늘 밤에 예약을 하고 싶어요.

여	 좋습니다. 몇 시에요?

남	 8시요. 

여	 8시요. 몇 분이 오십니까?

남	 10명입니다.

여	 10명이요! 무슨 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	 저의 어머니 생신을 축하할 거에요.

여	 좋아요! 8시에 10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① 그의 어머니 집에 간다. ②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

③ 식당에서 파티를 한다. ④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

Tips & Clue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occasion 특별한 일, 행사  

celebrate 축하하다, (의식, 축전을) 거행하다

11	 문제유형	: 목적,	이유
Script
W	 What do you think of the shopping mall?
M	 I don’t care for it much.
W	 Oh? Why not?
M	 The air isn’t fresh. I prefer being outdoors. Also, it’s 

crowded in there. How about you?

W	 Oh, I love the mall. There’s always something going on. 
They have many free concerts. It’s fun just watching 
people.

M	 Well, when I go to the stores I always wi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Translation
여	 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남	 별로 안 좋아해.

여	 그래? 왜 안 좋아하는데?

남	 공기가 안 좋아. 밖에 있는 것이 더 좋거든. 거긴 복잡하기도 하구. 너는 

어떠니?

여	 나는 쇼핑몰이 너무 좋아. 항상 뭔가가 있거든. 무료 음악회도 많이 하고, 

사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

남	 나는 쇼핑몰에 가면 언제나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돼! 

Tips & Clue
prefer 더 좋아하다 

outdoors 실외의

crowded 복잡한

wind up ~ing 결국 ~이 되다

12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Can you introduce yourself, Ms. Cunningham?
W	 Of course! My name is Nancy Cunningham. I’m originally 

from Los Angeles,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16 years old, I moved to Brazil in South America, and 
returned to the States in 1996. Then I moved to New York 
where I attended New York University for 4 years majoring 
in Psychology.

Translation
남	 커닝햄 양, 자기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제 이름은 낸시 커닝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

레스 태생입니다. 16살 때 남미에 있는 브라질로 이주했고, 1996년에 미

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으로 이주해 뉴욕 대학에서 4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Tips & Clue
introduce 소개하다

major 전공 

psychology 심리학 

13	 문제유형	: 일치
Script
M	 What are you doing for lunch?
W	 I thought I’d go run around the track. Would you like to 

join me?
M	 To be honest, I’m out of shape. After just a few minutes of 

running, I’d be out of breath.
W	 Well, that’s the best reason you should take up running. So 

you can get better.
M	 Then, I need to pick some other exercise.
W	 What do you mean?
M	 I’ve never really been fond of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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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남	 점심 때 뭐 할 거니?

여	 트랙에 가서 달리기를 할까 생각 중이야. 같이 갈래?

남	 솔직히 난 몸이 망가졌어. 몇 분만 뛰고 나면 숨이 차.

여	 그래서 달리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점차 나아질 거구.

남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운동을 알아봐야겠다.

여	 무슨 뜻이야?

남	 달리기를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

Tips & Clue
out of shape 몸이 좋지 않은, 몸매가 망가진 

out of breath 숨이 찬 

be fond of ~을 좋아하다 

14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W	 What about the style?
M	 It’s a very popular style.
W	 How does it look on me?
M	 It looks great on you. It looks great on everybody.
W	 You don’t think I look funny in it?
M	

Translation
여	 스타일은 어때요?

남	 아주 인기있는 스타일입니다.

여	 저에게 어울리나요?

남	 아주 잘 어울리네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여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구요?

남	                                   

① 전혀 아니에요. 아주 멋있어 보여요.

② 네, 이상해 보여요.

③ 그 스타일을 아주 좋아해요.

④ 재미있는 것을 듣고 싶어요.

Tips & Clue
look great 멋있어 보이다   

funny 이상한, 우스운

not at all 전혀 아닌

15	 문제유형	: 대화	완성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May I speak to Ms. Jones, please?
W	 She’s not here right now. 
M	 Do you know what time she will be back? 
W	 Probably around 3 o’clock this afternoon.
M	 In that case, could you tell her that Mr. Williams called?
W	 Yes. Does she have your phone number, Mr. Williams?
M	 I don’t think so. 

Translation
남	 존슨 여사와 통화할 수 있나요?

여	 지금 안 계세요.

남	 몇 시에 돌아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여	 오후 3시 정도에 돌아오실 거에요.

남	 그렇다면, 윌리엄스에게 전화왔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여	 네. 그녀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나요, 윌리엄스 씨?

남	 그렇지 않을 거에요. 

① 그녀는 아침에 사무실에 있을까요?

②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겨도 되나요?

③ 하지만 당신이 내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④ 725 - 6271입니다.

Tips & Clue
여자의 마지막 질문이 전화번호에 관한 것이므로 응답도 전화번호와 관련된 것이

어야 한다.

16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소재	
Script
Mount Fuji is the highest mountain in Japan. In clear weather, 
Mount Fuji can be seen from Tokyo and Yokohama. It has the 
perfect shape of a volcano.

Translation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날씨가 맑으면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후지산이 보인다. 후지산은 완벽한 화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Tips & Clue
shape 모양 

volcano 화산

17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are sitting alone on a park bench reading a book. You are 
very close to the end of the book. It has been very interesting 
so far and you can’t wait to finish it. Suddenly a woman comes 
and sits down next to you on the bench. She starts to talk to you 
and continues for a long time. 

Q What would you say to have the woman stop talking?

Translation
당신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지금까

지 아주 재미있어서, 빨리 다 읽어버리고 싶다. 갑자기 한 여자가 와서 벤치

에 앉아 있는 당신 옆에 앉는다. 당신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계

속 말을 한다. 

Q 여자가 말을 멈추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하나?

①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② 말하고 싶은 만큼 실컷 말하세요.

③ 저의 어머니도 역시 말이 많으세요.

④ 이 책은 아주 지루해요.

Tips & Clue
suddenly 갑자기

sit down 앉다

continue 계속하다



Translation
제인,

지난 주말에는 미안했어. 마이크가 나에게 너무 무례해서 몹시 화가 났거든. 

그 얼간이에게 질렸어. 하지만 네가 그를 사랑하는 걸 알아, 제인. 난 단지 

네가 안되고 걱정될 뿐이야. 마크는 록음악을 좋아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이제 정말 그와 관계를 정

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Q 이 편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① 칭찬하기 위해 ② 감사하기 위해 

③ 격려하기 위해 ④ 충고하기 위해

Tips & Clue
upset 화가 난 

rude 버릇없는, 무례한  

idiot 바보, 천치

take someone seriously ~를 심각하게 생각하다

end the relationship with ~와의 관계를 끝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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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제유형	: 특정	정보	-	기념일
Script
This is the last holiday of the year, and probably the most 
popular one. It is a religious holiday and it is celebrated by 
almost everybody in the U.S., whether they are Christians or 
not. People sing carols such as ‘Silent night, Holy night.’

Translation
이 날은 한 해의 마지막 휴일이며, 아마도 가장 인기있는 휴일일 것이다. 이 

날은 종교적인 휴일이지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념

하는 날이다. 사람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캐롤을 부른다. 

① 추수감사절 ② 할로윈 

③ 설날  ④ 크리스마스

Tips & Clue
religious 종교의 

Christian 기독교인 

19	 문제유형	: 담화	완성
Script
You are eating at a restaurant with your husband. This is a very 
fancy restaurant and it took you months to get a reservation. 
Your husband gets up to go to the washroom. As you are sitting 
there alone eating your food, a man comes over and sits down 
with you. What do you say to him in this situation?

Translation
당신은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 식당은 아주 화려한 식

당으로, 예약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 당신의 남편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간다. 음식을 먹으며 혼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옆에 앉는다. 이 상

황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① 앉으세요.

②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임자가 있어요.

③ 저의 남편은 샐러드를 먹고 싶어해요.

④ 저는 이 식당을 좋아합니다.

Tips & Clue
get a reservation 예약을 잡다

washroom 화장실

20	 문제유형	: 독해형	L/C	-	목적,	이유
Script
Dear Jane,

I’m sorry about last weekend. I was very upset with Mike 
because he was being very rude to me. I’m tired of this idiot. 
But, I know you love him, Jane. I just feel sorry for you, and I’m 
worried about you. Mike likes rock music; he isn’t interested 
in anything else. He doesn’t take you seriously either. I really 
think you should start thinking about ending the relationship 
with him.

Q What’s her intention in this letter? 
① to praise ② to appreciate 
③ to encourage ④ to adv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