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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Sentence			색자로	처리된	문장들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는	Key Sentence이다.	핵심	내용을	통해서	문제	
이해력을	높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Key Sentence를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M: Can you speak any foreign languages?

W: I can speak Chinese fluently and a little bit of French.

●	 	Dictation			밑줄	위의	문장과	구문들은	받아쓰기	부분이다.	의미	단위별로	받아쓰기를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단어	

하나씩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M: You owe me 25,000 won. How would you like to pay?

W: If possible, I’d like to pay with points.

●	 	주요�회화�표현			굵은	글씨로	표현된	문장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꼭	알아야	하는	회화	표현들이다.	수업	혹은	

자습	시간에	집중해서	익히면	영어	듣기와	회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 By the way, when can I start working if I get the job?

M: As soon as possible. The earlier you can start, the better.

●	 	어휘			각	문제에서	나오는	어휘	및	표현을	정리했다.	Script와	함께	어휘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시	편할	뿐만	아니라		
각	어휘들의	문장	속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서	독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how to use this book	
<당장�나의�귀를�열어주는�Listening>  answer & script

특징 및 활용법

W: How about the price range?

M: I am considering getting something that costs between $15,000 and $20,000.

M: Is this everything, ma’am?

W: Yes. And please wrap them up for me.

주요 회화 표현 & Dictation

주요 회화 표현

Key Sentence & Dictation

Answer�&�Script�예시   Key Sentence, Dictation, 주요 회화 표현은 각각 색자, 밑줄, 굵은 글씨로 처리했다.  

Key Sentence인 동시에 Dictation, 주요 회화 표현인 동시에 Dictation인 경우 등 두 가지 부분이 겹치는 경우도 있으니  

학습 시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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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자동차를 

고르시오.

W: May I help you?

M: Yes. I’ve been using my car for the last 
10 years. I think it’s time for me to 
change cars.

W: I see. Are there any specific features 
that you have in mind?

M: First, I prefer a sedan. An SUv is a little 
bit hard for me to drive.

W: And?

M: I would like to get a car that has a 
sunroof. And I also want to have a black 
car rather than a white one.

W: Don’t you care about the gas mileage?

M: Of course I do. The more fuel efficient, 
the better.

W: How about the price range?

M: I am considering getting something that 
costs between $15,000 and $20,000.

W: I think this car would be perfect for you.

M: Thank you. I’ll buy it.

w: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네. 제가 차를 10년을 타서요.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w: 그렇군요.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나요?

M: 우선 세단이 좋겠습니다. SUV는 제가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w: 그리고요?

M: 선루프가 있는 차를 사고 싶습니다. 또한 흰색보다는 

검은색 차를 갖고 싶군요.

w: 연비는 상관없으신가요?

M: 물론 상관 있죠. 연비가 좋을수록 더 좋습니다.

w: 가격대는요?

M: 15,000~20,000달러짜리를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w: 제 생각엔 이 차가 고객님께 적격일 것 같군요.

M: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사겠습니다.

specific 특정한   feature 특징, 특성   have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prefer 선호하다   sedan 세단, 승용차   

sUV (sport utility vehicle) 4륜구동 레저용 차   sunroof 
선루프   care about ~에 신경 쓰다   gas mileage 연비   

fuel efficient 연비 효율이 좋은   price range 가격대   

consider 고려하다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nnoyed – glad
②	exhausted – excited
③	annoyed – sad
④	angry – tired
⑤	excited – exhausted

① 짜증이 난 - 기쁜

② 지친 - 신이 난

③ 짜증이 난 - 슬픈

④ 화난 - 피곤한

⑤ 신이 난 - 지친

W: Honey, don’t you remember that you 
promised to go to L-Mart with me 
today?

M: I remember, but I am so tired. can’t we 
go next weekend?

W: Oh, come on. You keep postponing our 
shopping trip.

M: But I am so busy these days.

W: I know. But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we need to buy.

M: Okay, okay. Let’s go.

W: A promise is a promise. We can make 
this a really quick shopping trip so that 
you can get some rest as soon as we 
are done.

M: All right.

W: Thank you, honey. I will cook some 
samgaetang for dinner as my way of 
thanking you for going with me.

M: That sounds great.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let’s go.

w: 여보, 오늘 나랑 L마트에 가기로 약속한 거 기억 안 

나요?

M: 기억하지만 너무 피곤하군. 다음 주말에 가면 안 

될까?

w: 오, 왜 이래요. 계속 쇼핑을 미루는군요.

M: 하지만 요즘에 정말 바빠서 그래.

w: 알아요. 하지만 사야 할 물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M: 알았어, 알았어. 갑시다.

w: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장을 아주  빨리 봐서 

끝나자마자 당신이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M: 알겠어.

w: 고마워요, 여보. 나랑 같이 가 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에 삼계탕 해 드릴게요.

M: 좋아. 벌써 군침이 도는군. 갑시다.

promise 약속하다; 약속   keep -ing 계속 ~하다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so that... ~하도록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as soon as ~하자마자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돌다

①

④

②

⑤

③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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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the professor’s office hours
②	information on assignments
③	an introduction of the 

professor
④	information on the test dates
⑤	information on the class 

grading system

① 교수 연구실 방문 가능 시간

② 과제에 대한 안내

③ 교수 소개

④ 시험 일정에 대한 안내

⑤ 수업 평가 방식에 대한 안내

M: Welcome to english 505. This is a 
course in english grammar. I am Dr. 
Thompson, your professor. Today, I a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lass 
grading system. In this class, you are 
required to submit two research papers. 
I will also give a midterm exam and a 
final exam. There will be lots of reading 
materials aside from the textbook. So 
please read carefully before you come 
to class. The two research papers are 
worth 20 points each, and each exam is 
worth 30 points. That is a total of 100 
points.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visit my office between 2 and 4 
p.m. from Monday to Friday. That is all 
for today. Good luck this semester.

M: English 505 수강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영문법 

강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당 교수 Dr. Thompson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수업 평가 방식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두 개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치르게 

됩니다. 교과서 이외에도 읽을거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업에 오기 전에 꼼꼼히 읽어 

오십시오. 두 개의 연구 보고서는 각각 20점, 각 

시험은 30점씩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지요. 

질문이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4시 

사이에 제 연구실로 오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학기 행운을 빕니다.

grammar 문법   professor 교수   grading system 평가 

방식   be required to ~해야 한다   submit 제출하다   

research paper 연구 보고서   midterm exam 중간고사   

final exam 기말고사   reading material 읽을거리   aside 
from ~을 제외하고   textbook 교과서   worth ~의 가치가 

있는   semester 학기   information 정보   introduction 
소개

04 대화를 듣고, 오늘의 날짜를 고르시오.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①	January 8
②	January 11
③	January 14
④	January 17
⑤	January 19

① 1월 8일

② 1월 11일

③ 1월 14일

④ 1월 17일

⑤ 1월 19일

M: Shall we go to see the opera Aida? 
When are you free?

W: When does it play?

M: It plays every day from 10:00 a.m. to 
1:00 p.m. and from 5:00 p.m. to 8:00 
p.m.

W: Hmm... Seeing a show on Friday 
afternoon sounds good to me.

M: I’m sorry, but I have a math class on 
Friday.

W: What about on Saturday morning? do 
you have any plans then?

M: Do you mean the day after tomorrow? 
That’s fine with me.

W: Good. Okay. Let’s go to the cafeteria 
and grab a bite to eat right now.

M: I’d like to, but I can’t. I have an 
economics class in 20 minutes. It’s 
already 12:40.

W: All right. Let’s talk about going to the 
opera later on then.

M: 오페라 <아이다> 관람하러 갈까? 너 언제 시간 있니?

w: 언제 공연하는데?

M: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

w: 흠… 나는 금요일 오후에 보는 게 좋겠다.

M: 미안하지만, 나는 금요일에 수학 수업이 있어.

w: 토요일 오전에는 어때? 그때 무슨 계획 있니?

M: 모레 말이니? 괜찮아.

w: 잘됐다. 좋았어. 일단 지금은 구내식당에 가서 뭐 좀 

먹자.

M: 그러고 싶지만 안 돼. 20분 후에 경제학 수업이 있어. 

벌써 12시 40분인걸.

w: 알겠어. 그럼 오페라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자.

opera 오페라   free 한가한, 다른 계획이 없는   math 수학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cafeteria 구내식당   

grab a bite to eat 간단히 먹다   economics 경제학   

later on 나중에

Economics
5 p.m.

Economics
1 p.m.

Math
1 p.m.

Math
3 p.m.

ACtuAL test 01 Answer & Scrip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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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1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she has another plan
②	because she has to work on a 

paper
③	because she has a class
④	because she has to go to the 

hospital
⑤	because she has to meet her 

professor

① 다른 계획이 있어서

② 보고서를 써야 해서

③ 수업이 있어서

④ 병원에 가야 해서

⑤ 교수님을 만나 뵈어야 해서

W: David, did you call me last night?

M: Yes, I did. I wanted to check your 
schedule for this Thursday.

W: Why? Are there any fun activities going 
on then?

M: definitely. There will be an open house 
at my school, so I’d like to invite you to 
it.

W: That sounds exciting. But I’m afraid  
I can’t make it.

M: Why not? Do you already have 
something scheduled for then?

W: No. It’s not that. I have a paper due on 
Friday.

M: I see. Then I guess that I can’t force you 
to come.

W: I’m so sorry that I can’t make it.

M: That’s all right.

w: David, 어젯밤에 전화했었니?

M: 응. 이번 목요일 네 스케줄을 확인하고 싶었어.

w: 왜? 그때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니?

M: 물론이지. 우리 학교에서 오픈 하우스를 할 거거든. 

그래서 너를 초대하고 싶어서.

w: 흥미롭겠는걸. 그런데 못 갈 것 같다.

M: 왜? 그때 벌써 계획된 일이라도 있는 거니?

w: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어.

M: 그렇구나. 그러면 억지로 오라고 할 수 없지.

w: 못 가서 정말 미안해.

M: 괜찮아.

schedule 스케줄, 일정; 일정을 잡다   fun activity 
재미있는 활동   go on 일어나다, 벌어지다   open house 
오픈 하우스(학교 시설이나 커리큘럼 등을 보여 주기 위해 

일반인에게 학교를 공개하는 날)   make it (모임 등에) 가다, 

참석하다   paper 리포트, 보고서   due 예정된   force ~ 
to... ~에게 …하도록 강요하다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recommend an item
②	give her a free item
③	check out her points
④	save her points
⑤	make a point card

① 상품 추천해 주기

② 공짜 상품 주기

③ 포인트 확인해 주기

④ 포인트 적립해 주기

⑤ 포인트 카드 만들어 주기

M: Is this everything, ma’am?

W: Yes. And please wrap them up for me.

M: Okay. But before I wrap everything, 
could you please pay for the items?

W: All right. How much do i owe you?

M: You owe me 25,000 won. How would 
you like to pay?

W: If possible, I’d like to pay with points.

M: Do you know how many points you 
have?

W: I’m not sure about that. Can you check 
my card for me?

M: Sure. Hold on, ma’am. (After a while) 
You have 30,000 points, which means 
you can get a 30,000-won item for free.

W: That’s great. Please deduct that amount 
from the points.

M: 이게 전부이신가요, 손님?

w: 네. 그것들을 포장해 주세요.

M: 알겠습니다. 하지만 포장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w: 알겠어요. 얼마인가요?

M: 25,000원입니다.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w: 가능하다면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습니다.

M: 몇 포인트 가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w: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 카드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M: 네. 잠시만요, 손님. (잠시 후) 3만 포인트가 있으셔서 

3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w: 좋군요. 그 가격만큼 포인트에서 차감해 주세요.

wrap up 포장하다   owe 빚지다, 지불해야 한다   possible 
가능한   hold on (명령문 형태로) 기다려   mean 의미하다   

for free 무료로   deduct 공제하다   amount 양   

recommend 추천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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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jewelry shop
②	a toy shop
③	a library
④	a classroom
⑤	a restaurant

① 보석 가게

② 장난감 가게

③ 도서관

④ 교실

⑤ 식당

W: Wow! I like these earrings. They are so 
pretty.

M: Why don’t you put them on and see 
how they look?

W: I will. I like this necklace, too. I think this 
necklace would look great with these 
earrings.

M: Yeah. I agree.

W: (After a while) How are they?

M: You look very beautiful. Why don’t you 
put this ring on, too? If you wear it, it 
will complete a perfect set.

W: I’ll try it on, but I think it’s too expensive 
for me.

M: Wow!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W: Oh, come on. You’re flattering me.

M: I’ll buy them for you for your birthday.

W: Really? You’re so sweet. Thank you.

w: 와! 이 귀고리 마음에 들어. 정말 예쁘다.

M: 한번 달아 봐서 어떤지 보지 그래?

w: 그럴게. 이 목걸이도 마음에 들어. 이 목걸이가 이 

귀고리와 잘 어울릴 것 같아.

M: 응. 동감이야.

w: (잠시 후) 어때?

M: 너 정말 아름답다. 이 반지도 끼어 보지 그래? 

그것까지 끼면 완벽한 세트가 완성되겠어.

w: 끼어 보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비싼 것 같아.

M: 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w: 오, 왜 이래. 비행기 태우지 마.

M: 네 생일 선물로 그것들을 사 줄게.

w: 정말? 너무 고마운걸. 고마워.

earrings 귀고리 (한 쌍)   why don’t you ~? ~하는 게 

어때?   put on ~을 입다/쓰다/끼다   necklace 목걸이 

complete 완성하다   try on ~을 입어/걸쳐 보다   flatter 
아첨하다, 알랑거리다   You’re so sweet. (감사할 때) 정말 

고마워.

08 대화를 듣고, 교통카드의 모양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heart
②	a star
③	a bone
④	a ball
⑤	Hello Kitty

① 하트

② 별

③ 뼈

④ 공

⑤ 헬로키티

M: May I see that transportation card of 
yours that looks like a key chain?

W: Here it is.

M: Ah! Yours looks like Mickey Mouse. I’d 
like to buy one that is star shaped.

W: Let’s go buy some together. I’m a little 
tired of mine. I heard there are some 
new styles, including one that has Hello 
Kitty on it and others that are heart 
shaped and bone shaped.

M: Really? Where can we buy them?

W: At any convenience store.

M: Then let’s go to the one that is across 
the street from us.

W: Do you mean the GM store? That store 
doesn’t have a big selection. Let’s go to 
FM, which is near the subway station. It 
has a bigger selection than GM.

M: Okay.

M: 열쇠고리처럼 생긴 네 교통카드 좀 봐도 될까?

w: 여기 있어.

M: 아! 네 것은 미키마우스처럼 생겼구나. 나는 별 모양을 

사고 싶어.

w: 같이 사러 가자. 난 내 것에 조금 질렸거든. 

헬로키티가 있는 거랑, 하트 모양과 뼈 모양 등 새로운 

스타일들이 있다고 들었어.

M: 정말? 어디서 살 수 있는데?

w: 아무 편의점에서나.

M: 그럼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데로 가자.

w: GM 편의점 말하는 거니? 그 편의점에는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아.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FM으로 가자. GM보다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아.

M: 좋아.

transportation card 교통카드   look like ~처럼 보이다   

key chain 열쇠고리   shaped ~의 모양의   tired of ~에 

질린   include 포함하다   bone 뼈   convenience store 
편의점   selection 선택 가능한 것들(의 집합)   subway 
station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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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not listening to music in class
②	keeping the MP3 player for a 

week
③	giving the MP3 player back 

next week
④	following the class rules
⑤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① 수업 시간에 음악 듣지 않기

② 일주일 동안 MP3 플레이어 가지고 있기

③ 다음 주에 MP3 플레이어 돌려주기

④ 수업 규칙 따르기

⑤ 음악 들으며 공부하기

M: Ma’am, can I have my MP3 player 
back?

W: No, you can’t. You didn’t follow the 
rules like I told you. You shouldn’t listen 
to music during class.

M: I’m so sorry about that. I promise that I 
won’t listen to my music in class again.

W: It’s too late. I won’t give it to you now.

M: When can i have it back?

W: I told you that I’m going to keep it for a 
week. You can have it back next week.

M: Ma’am, I really need it. I can’t study 
without it. Isn’t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to get it back right now?

W: Nope. i always keep my word. Come 
back next week. See you next class.

M: 선생님, 제 MP3 플레이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w: 안 돼. 너는 내가 말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수업 

시간에는 음악을 들으면 안 돼.

M: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수업 시간에 음악을 듣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w: 너무 늦었어. 지금은 네게 주지 않을 거야.

M: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w: 내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잖니. 다음 

주에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M: 선생님,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돌려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w: 없어. 난 항상 약속을 지키거든. 다음 주에 다시 와라. 

다음 수업 시간에 보자.

have ~ back ~을 되찾다, 돌려받다   follow (지시 등을) 

따르다   rule 규칙   keep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get ~ back ~을 되찾다   keep one’s word 약속을 지키다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is looking for a 
wedding ring.

②	The man will not buy the 
heart–shaped ring.

③	The man does not care about 
how much he pays.

④	The man will follow the 
woman’s suggestion.

⑤	The man does not like the 
diamond–shaped ring 
because of its color.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결혼 반지를 찾고 있다.

② 남자는 하트 모양의 반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③ 남자는 지불해야 할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④ 남자는 여자의 추천을 따를 것이다.

⑤ 남자는 색깔 때문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반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M: excuse me. I am looking for a ring for 
my girlfriend.

W: What’s the occasion? Is it for an 
anniversary, or are you going to 
propose to her?

M: It’s just that her birthday is coming 
soon. But I want to give her something 
special for a present.

W: Then how about this diamond-shaped 
ring with a ruby? It is really special.

M: Oh, the red color looks really gorgeous. 
It must be very expensive though.

W: Actually, it is. It’s $700. What is the 
price range that you have in mind?

M: I want to spend no more than $500. 
Can you show me something a little 
cheaper?

W: How about this heart-shaped one with 
some stones in it?

M: It looks okay, but I think it’s too 
sparkling.

W: Well, you should know that most 
women like luxurious items like this.

M: Oh, really? Okay. Then I’ll take it.

M: 실례합니다. 제 여자 친구에게 줄 반지를 찾고 

있는데요.

w: 무슨 특별한 날이신지요? 기념일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청혼하실 건가요?

M: 그냥 이제 곧 그녀의 생일이라서요. 하지만 선물로 

뭔가 특별한 것을 주고 싶네요.

w: 그러면 루비가 박힌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반지는 

어떠세요? 정말 특별하답니다.

M: 오, 빨간색이 정말 아주 멋져 보이네요. 하지만 무척 

비싸겠지요.

w: 사실, 그렇습니다. 700달러거든요.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M:  500달러 이하로 쓰고 싶습니다. 좀 더 싼 거 보여 

주실 수 있어요?

w: 보석이 몇 개 박힌 이 하트 모양의 것은 어떠세요?

M: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반짝거리는 것 같네요.

w: 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렇게 호화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M: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죠.

look for ~을 찾다   occasion (특별한) 행사, 때   

anniversary 기념일   propose 청혼하다   special 특별한   

gorgeous 아주 멋진   price range 가격대   no more 
than ~ 이하의, ~ 미만의   sparkling 반짝거리는   

luxurious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suggestion 제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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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now an 
accountant.

②	The woman finds her job 
rather boring.

③	The woman only wants to 
work at an advertising 
company.

④	The woman can speak 
Chinese.

⑤	The man will try to find a 
suitable job for the woman.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현재 회계사이다.

② 여자는 자신의 직업을 다소 지루하게 여긴다.

③ 여자는 광고 회사에서만 일하기를 원한다.

④ 여자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⑤ 남자는 여자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M: Hello. This is Find Your Job. How may  
I help you?

W: I am Jessica Brown. I am looking for a 
job.

M: Okay. I need to ask you some 
questions. Do you currently have a job?

W: Yes. I’ve been working as an 
accountant for a year. The job is okay, 
but I find it rather boring.

M: Okay. I’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educational background.

W: I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I double-majored in 
Accounting and Marketing.

M: Okay. What sort of job are you 
looking for?

W: I’d like an exciting job in either the 
marketing or advertising sector.

M: Can you speak any foreign languages?

W: I can speak Chinese fluently and a little 
bit of French.

M: Good. I will contact you as soon as I 
find an appropriate job. 

M: 안녕하세요. Find Your Job입니다. 뭘 도와 

드릴까요?

w: 저는 Jessica Brown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M: 네.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현재 직장이 

있으신가요?

w: 네. 회계사로 일 년간 일해 오고 있습니다. 일이 

괜찮긴 하지만 좀 지루해서요.

M: 알겠습니다. 학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w: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회계와 마케팅을 복수 

전공했고요.

M: 알겠습니다. 어떤 직종을 찾으시나요?

w: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 흥미진진한 직업을 원합니다.

M: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으신가요?

w: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불어도 조금 합니다.

M: 좋습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currently 현재   accountant 회계사   educational 
background 학력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double-major in ~을 복수 전공하다   accounting 회계   

advertising 광고(업)   sector 분야, 부문   fluently 
유창하게   contact 연락하다   appropriate 적절한   

suitable 적절한, 알맞은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has some 
stomach problems.

②	The woman doesn’t usually 
make decisions quickly.

③	The man likes to eat spicy 
food.

④	The man hates writing sales 
reports.

⑤	The man’s favorite food is 
pumpkin.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위에 문제가 있다.

② 여자는 보통 결정을 빨리 하지 못한다.

③ 남자는 매운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④ 남자는 판매 보고서 쓰는 것을 싫어한다.

⑤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호박이다.

W: What should I eat today?

M: The curry smells really good. But I think 
I ought to have something soft since  
I am having digestion problems these 
days.

W: Really? no wonder you have been 
losing weight these days. In that case, 
you had better not have anything spicy. 
As for me, I think I will have the kimchi 
fried rice today.

M: Oh. You made your decision unusually 
quickly today. What’s going on?

W: It’s just that I have to go back to the 
office early to finish a report I am 
working on.

M: Do you mean the sales report that the 
boss asked you to hand in?

W: exactly. Anyway, i’m going to make 
my order. What are you going to have?

M: I will have the pumpkin porridge. I think 
that I’ll be able to digest that.

w: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지?

M: 카레 냄새가 아주 좋네. 하지만 난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뭔가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겠어.

w: 정말? 네가 요새 살이 빠지고 있는 게 놀랄 일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넌 매운 건 안 먹는 게 좋겠어. 난 

오늘 김치볶음밥 먹을까 해.

M: 오. 너 오늘 평소와 달리 빨리 결정했네. 무슨 일이야?

w: 빨리 사무실에 돌아가서 작성하던 보고서 끝내야 

하거든.

M: 사장님이 네게 제출하라고 했던 판매 보고서 말이니?

w: 맞아. 아무튼 난 주문할래. 넌 뭘 먹을 거야?

M: 난 호박죽 먹을래. 그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digestion 소화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spicy 매운, 양념 맛이 강한   as for ~에 

관해 말하면   fried rice 볶음밥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sales report 판매 보고서   hand in ~을 

제출하다   make an order 주문하다   porridge 죽   

digest 소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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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don’t want to wait anymore.
②	It will only take two or three 

days.
③	What color do you have in 

mind?
④	I cannot give you a refund 

without a receipt.
⑤	I am not okay with your 

decision.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네요.

② 단지 이삼일 걸릴 거예요.

③ 무슨 색깔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④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해 드릴 수 없어요.

⑤ 저는 손님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W: What can I do for you?

M: i’d like to exchange this for a 
medium.

W: Let me check to see if we have one in 
that size. (After a while) Oh, I am sorry, 
but we are all out of mediums right 
now.

M: Oh, I didn’t expect that.

W: How about a medium in a different 
color? We have a gray one and a white 
one.

M: I don’t want any other colors. can i get 
a refund on this then?

W: Sure. Can I have your receipt, please?

M: Oh, I don’t think I have it. Is it not 
possible to get a refund without a 
receipt?

W: I am afraid not. Why don’t you wait a 
few days until we get a medium in the 
color you like in stock?

M: That will be okay if it doesn’t take too 
long.

w: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이것을 중간 사이즈로 바꾸고 싶습니다.

w: 그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간 사이즈가 전부 나갔네요.

M: 아, 예상 못했던 일인데.

w: 다른 색깔로 중간 사이즈는 어떠세요? 회색과 흰색이 

있어요.

M: 다른 색깔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환불받을 수 

있나요?

w: 물론입니다. 영수증을 주시겠어요?

M: 오,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까?

w: 유감스럽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손님께서 

원하시는 색깔의 중간 사이즈를 구비할 때까지 며칠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M: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change ~ for... ~을 …로 교환하다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get a refund 환불받다   receipt 영수증   

possible 가능한   in stock 재고로, 비축되어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How about applying for a job 
at a bank?

②	I agree that Internet banking 
has many problems.

③	Can you drop by the bank 
today since I don’t have time 
to go there?

④	I don’t understand why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open 
another bank account.

⑤	You should know that it’s 
very safe as long as you often 
change your password.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행 일자리에 지원해 보는 게 어때요?

②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많다는 데에 동의해요.

③ 나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이 오늘 은행에 

들러 줄래요?

④ 당신이 왜 은행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⑤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기만 하면 그것이 아주 

안전하다는 걸 당신은 알아야 해요.

W: Jessica and Brian are a newly married 
couple. They’ve lived together for a 
month and are having fun living 
together. However,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Jessica doesn’t like about 
Brian. Most of all, Jessica doesn’t 
understand why Brian never does 
Internet banking. He believes that doing 
Internet banking is not safe. That is why 
he spends lots of time going to banks, 
where he wastes his time waiting in line. 
She wants to persuade him that doing 
Internet banking is very safe and 
convenient. What would she say to him 
in this situation?

w: Jessica와 Brian은 신혼부부이다. 그들은 한 달째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사는 것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Jessica가 Brian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Jessica는 Brian이 절대로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을 은행에 가는 데 

들이고,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그녀는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그를 설득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newly married couple 신혼부부   most of all 
무엇보다도   safe 안전한   spend (시간을) 보내다   waste 
낭비하다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persuade 
설득하다   convenient 편리한   apply for ~에 지원하다   

drop by ~에 들르다   bank account 은행 계좌   as long 
as ~하는 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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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finding a new place for 
an office

②	fundraising for an 
office party

③	hiring some new 
employees

④	looking for a venue for 
an annual meeting

⑤	sending invitations to 
company workers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사무실로 쓸 새로운 장소 찾기

② 사무실 파티를 위한 자금 마련

③ 새로운 직원 고용하기

④ 연례 모임을 위한 장소 찾기

⑤ 회사 직원들에게 초대장 발송하기

W: Jake, do you have some time right now? I think 
we have to discuss this matter before we take a 
break for lunch.

M: Are you talking about doing the fundraising for 
the end-of-the-year party?

W: Nope. Before we do that, we have to make sure 
about the venue for the conference. As you know, 
it is only one month away.

M: What about reserving the same hall that we used 
last year? That place was very good.

W: It might be kind of small for us this year.

M: You’re right. There are a lot more people 
expected to come this year.

W: So I was thinking of looking into one of the rooms 
at the COeX Convention Center.

M: Oh. Why didn’t i think of that before? I heard it’s 
a perfect place for conferences and workshops.

W: Okay. Let’s make a call to find out some more 
information.

w: Jake, 지금 시간 좀 있어요? 점심시간 전에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M: 송년회를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것 

말씀이세요?

w: 아니요. 그 전에 회의 장소부터 정해야 해요. 

아시다시피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M: 작년에 우리가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홀을 

예약하면 어때요? 그 장소 정말 좋았잖아요.

w: 올해 우리가 쓰기에는 좀 작을 것 같아요.

M: 맞아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요.

w: 그래서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방들 중에서 

하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었어요.

M: 오. 왜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회의나 

워크숍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들었어요.

w: 좋아요. 전화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discuss 의논하다   take a break 쉬다   

fundraising 자금 조달, 기금 모금   make sure 
확실히 하다   venue 장소   conference 회의   

reserve 예약하다   look into ~을 조사하다   

workshop 워크숍, 연수회   make a call 전화를 

걸다   hire 고용하다   employee 직원   annual 
연례의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the process of making sugar
②	the reason why sugar is unhealthy
③	the history of sugar
④	the various uses of sugar
⑤	the main consumers of sugar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설탕을 만드는 과정

② 설탕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

③ 설탕의 역사

④ 설탕의 다양한 용도

⑤ 설탕의 주 소비자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During Roman times, sugar was regarded as a luxury good.
②	Columbus took a sugarcane plant to the West Indies.
③	The people who grew sugarcane made much money.
④	The English did not often put sugar in their food.
⑤	Europeans used sugar in many ways.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로마 시대에는 설탕이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② Columbus는 사탕수수를 서인도 제도에 가져갔다.

③ 사탕수수를 재배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④ 영국인들은 대개 음식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

⑤ 유럽인들은 설탕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M: It is known that sugarcane was grown in India 
thousands of years ago. During Roman times, 
sugar was a luxury item that was very rare and 
expensive. It was in 1493 when sugarcane started 
to be widely planted. This happened shortly after 
Christopher Columbus took a sugarcane plant with 
him to the West Indies. At that time, the people 
who grew sugarcane made so much money that 
sugar was called white gold. In europe, sugar was 
used in many ways, including to sweeten food and 
to make sweets. The english became the greatest 
eaters of sugar by the 16th century.

M: 사탕수수는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로마 시대에는 

설탕이 매우 희귀하고 비싼 사치품이었다. 사탕수수가 널리 재배되기 시작한 

때는 1493년이었다. Christopher Columbus가 서인도 제도에 사탕수수를 

가져간 직후에 생긴 일이다. 그 당시 사탕수수를 재배한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벌어서 설탕은 흰색 금이라고 불렸다. 유럽에서 설탕은 음식을 달게 하거나 

단것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국인들은 16세기 무렵에 설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되었다.

sugarcane 사탕수수   luxury item 사치품   rare 드문, 진귀한   plant (나무 등을) 

심다, 가꾸다; 식물, (작은) 나무   the west indies 서인도 제도   at that time 그 당시   

make much money 돈을 많이 벌다   sweeten 달게 하다   sweet 단것

ACtuAL test 01 Answer & Scrip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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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선택한 머리핀을 

고르시오.

M: Jessica, which hairpin would you like to 
buy?

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hairpins. They are all cute. I can’t 
decide which one to buy.

M: How about this one with the black 
ribbon?

W: I like it, but I already have one just like 
it. I want something with a crystal that 
is shining.

M: Then, how about this heart-shaped 
one? It has many small crystals on it.

W: Well... I actually like the rose-shaped 
one.

M: Which color would you like to have it 
in? It comes in red, orange, and yellow.

W: Hmm. I prefer the red one. It looks like a 
real rose.

M: That looks great to me. Let’s buy it.

W: Thank you, Daddy.

M: Jessica, 어떤 머리핀을 사고 싶니?

w: 머리핀 종류가 정말 많네요. 다 예뻐요.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결정 못하겠어요.

M: 검정 리본이 있는 이것은 어떠니?

w: 좋긴 하지만 그렇게 생긴 것은 이미 있어요. 

크리스털이 박힌 반짝이는 것을 사고 싶어요.

M: 그러면 이 하트 모양의 것은 어떠니? 작은 크리스털이 

많이 박혀 있구나.

w: 음… 저는 사실 장미 모양의 것이 마음에 들어요.

M: 어떤 색으로 가지고 싶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있구나.

w: 흠. 빨간색이 좋아요. 진짜 장미 같아요.

M: 나도 그것이 멋지구나. 그것으로 사자.

w: 고마워요, 아빠.

hairpin 머리핀   cute 작고 예쁜, 귀여운   decide 결정하다   

crystal 크리스털, 수정   shine 빛나다   shaped ~의 

모양의   prefer 선호하다   look like ~처럼 보이다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nervous
②	excited
③	hopeful
④	homesick
⑤	pleased

① 긴장하는

② 신이 나는

③ 희망에 찬

④ 향수에 잠긴

⑤ 기뻐하는

W: What are you thinking about, Junho?

M: Nothing.

W: Come on. You seem to be deep in 
thought about something.

M: To be honest, yes, there is something 
that I am thinking about.

W: What is it? Tell me what it is.

M: I really miss my friends and family in 
Korea. I’m enjoying my life here, but 
there are some times when I can’t 
control my mood.

W: I’m so sorry to hear that. Why don’t 
you call your friends and family 
sometime?

M: I do. But doing that makes me miss 
them even more.

W: Oh. That’s so sad.

M: i’ll be okay after a while. Thanks for 
listening to my problem.

W: I hope that you feel better soon.

w: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Junho?

M: 아무것도 아니야.

w: 왜 그래.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M: 솔직히, 맞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w: 뭔데? 나한테 뭔지 말해 봐.

M: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이 정말 그리워. 여기서의 

생활이 즐겁긴 하지만, 내 기분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어.

w: 정말 안됐구나. 가끔씩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화하지 

그러니?

M: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훨씬 더 보고 

싶어져.

w: 이런. 정말 슬픈 일이다.

M: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 문제를 들어 줘서 

고마워.

w: 네 기분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think about ~대해 생각하다   deep in thought 생각에 

깊이 잠긴   to be honest 솔직히   miss 그리워하다   

control one’s mood 기분을 조절하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①

④

②

⑤

③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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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어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a sitcom
②	a soap opera
③	a musical
④	a documentary
⑤	a variety show

① 시트콤

② 연속극

③ 뮤지컬

④ 다큐멘터리

⑤ 버라이어티 쇼

M: Six men visit the countryside every 
week for one night and two days. They 
travel all over the country and 
experience various places’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way to each 
place and while they’re staying at each 
place, they play several games. They 
divide into two teams and determine 
the winner. If a team loses, its 
members do not get to have a meal 
and also have to sleep outside in a tent 
no matter how hard it is raining or 
snowing. Since there is no real script, 
unexpected funny events often 
happen. This program provides 
viewers with lots of laughs and helps 
them get rid of their stress.

M: 6명의 남자들이 매주 1박2일 동안 시골을 방문한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곳의 지역 특색을 

경험한다. 각 지역에 가는 동안, 또 그들이 각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게임을 한다.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승자를 가린다. 팀이 지면 그 

멤버들은 식사를 못하게 되고, 또한 비나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바깥의 텐트에서 자야 한다. 실제 대본이 

없어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countryside 시골   all over the country 전국에   

experience 경험하다   regional characteristic 지역의 

특색   on the way to ~로 가는 도중   divide into ~로 

나뉘다   determine 결정하다   get to (결과적으로) ~하게 

되다   no matter how 아무리 ~해도   script 대본   

unexpected 예상치 못한   provide ~ with... ~에게 …을 

제공하다   viewer 시청자   get rid of ~을 제거하다

0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Planners

Leather Cover   $35
Plastic Cover   $30
Hard Paper Cover   $25
With a Calendar   Add $2
With a Daily Planner   Add $1.50
With a Weekly Planner   Add $1.50
With a Monthly Planner   Add $1.50

수첩

가죽 커버   35달러

비닐 커버   30달러

두꺼운 종이 커버   25달러

달력 포함   2달러 추가

일간 계획표 포함   1.50달러 추가

주간 계획표 포함   1.50달러 추가

월간 계획표 포함   1.50달러 추가

①	$30
②	$35
③	$38
④	$40
⑤	$45

① 30달러

② 35달러

③ 38달러

④ 40달러

⑤ 45달러

W: May I look at those planners, please? 
They look so useful.

M: Which one would you like? We have 
lots of different designs and options.

W: I prefer to have one with a calendar. 
The designs and the colors aren’t that 
important to me.

M: What about the cover? We have 
leather, plastic, and hard paper covers.

W: Well, I think a leather one would be 
better.

M: I see. Do you need a daily, weekly, or 
monthly planner, too?

W: Don’t those come with every planner?

M: I’m sorry, but they don’t. You need to 
pay an additional $1.50 for each of 
them.

W: Then, can I have a daily and a monthly 
planner?

M: Okay.

w: 저 수첩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유용해 보이네요.

M: 어떤 것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 가지 디자인과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w: 달력이 있는 것을 갖고 싶네요. 디자인과 색상은 

저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M: 커버는요? 가죽, 비닐, 두꺼운 종이 커버가 있습니다.

w: 음, 가죽 커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M: 알겠습니다. 일간, 주간, 또는 월간 계획표도 

필요하신가요?

w: 그런 것들은 수첩마다 다 들어 있지 않나요?

M: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1.5달러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w: 그럼 일간과 월간 계획표를 주시겠어요?

M: 알겠습니다.

planner 플래너, 계획표, 수첩   useful 유용한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것)   leather 가죽   plastic 비닐의   daily 
매일의   weekly 매주의   monthly 매월의   additional 
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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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2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부른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complain about her order
②	to order some spaghetti
③	to ask him for a free drink
④	to ask for the bill
⑤	to change the type of 

spaghetti she ordered

①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② 스파게티를 주문하기 위해

③ 무료 음료를 달라고 하기 위해

④ 계산서를 달라고 하기 위해

⑤ 주문한 스파게티 종류를 바꾸기 위해

M: May I help you, ma’am?

W: I ordered seafood spaghetti with olive 
oil. But look at this. This is spaghetti 
and meatballs with tomato sauce.

M: Let me check your order slip, please. 
Hold on, ma’am. I’ll be back soon.

W: Okay.

M: (After a while) I’m so sorry. You were 
right. You ordered seafood spaghetti 
with olive oil. I made a mistake when I 
placed your order with the cook. Could 
you please wait a little while? We have 
to prepare your new meal.

W: It’s okay. You don’t have to do that. 
The meal that you brought out is one of 
my favorites anyway.

M: I’m really sorry about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understanding.

M: 부르셨습니까, 손님?

w: 제가 올리브 오일로 만든 해산물 스파게티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것은 토마토 

소스로 만든 미트볼 스파게티예요.

M: 주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손님. 곧 돌아오겠습니다.

w: 네.

M: (잠시 후)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말씀이 맞네요. 

손님은 올리브 오일로 만든 해산물 스파게티를 

주문하셨어요. 제가 주방장에게 손님 주문을 넣을 때 

실수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식사를 

새로 준비해야 하니까요.

w: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내오신 음식도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M: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order 주문하다; 주문   order slip 주문서   hold on 
(명령문 형태로) 기다려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   

place an order 주문을 하다   cook 요리사   a little while 
잠시   meal 식사, 음식   bring out 내오다   favorite (특히) 

좋아하는 것   complain 불평하다, 항의하다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한 일을 

고르시오.

①	gave him a lecture
②	taught him how to drive
③	helped him register
④	scheduled a test date
⑤	showed him an identification 

card

① 그에게 강의를 해 주었다

② 그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③ 그가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④ 시험 날짜를 잡아 주었다

⑤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었다

W: Hello. Can I help you?

M: I’d like to register at this driving school.

W: Okay. is this your first time to come 
to this school?

M: Yes, it is.

W: Which course would you like to take?

M: I’m going to take a road test at the end 
of the month, so I’d like to practice for 
it.

W: I see. We have 4-day and 5-day 
courses. Both of them basically involve 
20 hours of instruction.

M: I’ll take the 5-day course.

W: Please show me your identification card 
and fill out this form.

M: Okay. Here you are. Thank you.

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이 운전 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w: 네. 이 학원에는 처음 오셨나요?

M: 네, 그렇습니다.

w: 어떤 코스를 수강하기 원하세요?

M: 제가 이번 달 말에 도로 주행 시험이 있어서요, 그에 

대비한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w: 알겠습니다. 4일짜리와 5일짜리 코스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20시간 지도를 합니다.

M: 5일짜리 코스로 하겠습니다.

w: 신분증을 보여 주시고,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M: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gister at ~에 등록하다   driving school 자동차 운전 

학원   road test 도로 주행 시험   practice 연습하다   

basically 기본적으로   involve 포함하다   instruction 
지도, 가르침   identification card 신분증   fill out 
작성하다   form 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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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다음을 듣고, 여자의 현재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tutor
②	an instructor
③	a guide
④	a lawyer
⑤	a physicist

① 과외 선생

② 강사

③ 안내인

④ 변호사

⑤ 물리학자

W: I majored in physics while I was in 
college. Many people tend to think that 
physics is very hard and boring. But  
I really enjoyed learning the laws of 
physics. During summer and winter 
break in my first year, I gave private 
lessons to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make enough money to pay for my 
tuition. At that time, I realized that  
I have an aptitude for teaching. I took 
several education classes and obtained 
a teaching certificate before I graduated.  
So here I am. I’m really enjoying 
teaching students at this school. Giving 
lessons and sharing my knowledge are 
so much fun.

w: 저는 대학에 있는 동안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은 아주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리학 법칙들을 정말 

즐겁게 배웠습니다. 1학년 여름과 겨울 방학 때는 

등록금을 낼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과외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직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저는 교육학 수업을 여러 개 수강했고 

졸업하기 전에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major in ~을 전공하다   physics 물리학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private lesson 개인 지도, 과외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tuition 등록금   have an aptitude for 
~에 소질이 있다   education 교육   obtain (노력 끝에) 

얻다   teaching certificate 교사 자격증   share 공유하다   

knowledge 지식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고르시오.

①	line number 1
②	line number 2
③	line number 3
④	line number 4
⑤	line number 5

① 1호선

② 2호선

③ 3호선

④ 4호선

⑤ 5호선

W: Does this bus go to Lake Park in Ilsan?

M: No, it doesn’t. You have to take either 
the 830 bus or the 871 bus.

W: Thank you.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M: it takes around an hour. And after you 
get off the bus, you have to walk 
around 500 meters to get to the park.

W: That is quite far from the bus stop. Isn’t 
there a subway that goes there?

M: Of course there is. You can take the 
subway to get there. Take the orange 
line—the number 3 line—and get off at 
Madoo Station. The park is a little less 
than 400 meters away from the station. 
it only takes 5 minutes to get there 
on foot.

W: I see. Thank you.

w: 이 버스가 일산 호수공원에 가나요?

M: 아니요. 830번이나 871번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w: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M: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하차하신 후 공원까지 

가려면 500미터 정도 걸으셔야 해요.

w: 버스 정류장에서 꽤 멀리 있네요. 거기까지 가는 

지하철은 없나요?

M: 물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셔도 돼요. 주황색 

3호선을 타고 마두역에서 내리세요. 공원은 역에서 

400미터 약간 못 미친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w: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탈것을) 타다, (시간이) 걸리다   around 대략   get off 
(차에서) 내리다   quite far from ~에서 꽤 먼   subway 
지하철   less than ~ 미만의   away from ~에서 떨어진 

곳에   on foot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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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do his homework
②	watch TV
③	vacuum the living room
④	play outside
⑤	call his dad

① 숙제 하기

② TV 보기

③ 진공청소기로 거실 청소하기

④ 밖에서 놀기

⑤ 아빠에게 전화하기

M: Mom,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W: It’s okay. I can do it alone. Just go to 
your room and do your homework.

M: I’ve already finished it.

W: Then why don’t you watch Tv or get 
some rest?

M: Mom, you look so busy. Just tell me 
how I can help you.

W: Hmm... Okay. Can you vacuum and tidy 
up the living room?

M: Sure. Anything else?

W: Can you call Dad and ask him to come 
home early this evening?

M: Okay. By the way,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tonight’s party?

W: Around seven.

M: What time will the party start?

W: At 6:30 p.m.

M: 엄마,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일 있나요?

w: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냥 네 방에 가서 숙제 

하렴.

M: 이미 했는걸요.

w: 그러면 TV를 보거나 조금 쉬지 그러니?

M: 엄마, 너무 바빠 보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세요.

w: 음… 좋아. 거실에 청소기 돌리고 정리 좀 해 주겠니?

M: 네. 다른 것은요?

w: 아빠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오시라고 해 

줄래?

M: 네. 그런데 오늘 밤 파티에 몇 명이나 오나요?

w: 일곱 명 정도.

M: 파티는 몇 시에 시작해요?

w: 6시 30분에.

get some rest 쉬다   vacuum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tidy up 깔끔하게 정리하다   by the way 그런데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angry because 
she was served late.

②	The woman will order today’s 
special.

③	The woman comes here very 
often.

④	The woman does not like the 
waiter’s suggestions.

⑤	The woman will probably 
order the lobster special.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여자는 서빙을 늦게 받아서 화가 났다.

② 여자는 오늘의 특선 요리를 주문할 것이다.

③ 여자는 이곳에 매우 자주 온다.

④ 여자는 웨이터가 추천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여자는 아마 랍스터 스페셜을 주문할 것이다.

M: excuse me. Are you being served?

W: Not yet. Can you give me a menu, 
please?

M: Sure. I’ll bring you a glass of water and 
a menu in a minute.

W: What is today’s special?

M: Today’s special is Westin Chicken. It is 
a chicken breast wrapped in bacon, 
filled with minced meat and herb 
stuffing, and grilled with a whiskey 
glaze.

W: I don’t like chicken that much. Is there 
anything that you can recommend from 
the seafood section?

M: We have a lobster special. The lobster 
is marinated in red wine and then 
roasted.

W: Neither of those sounds appealing to 
me. Let me take a look at the menu.

M: 실례합니다. 도와 드리는 직원이 있나요?

w: 아직이요. 메뉴 좀 주시겠어요?

M: 네. 물과 메뉴를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w: 오늘의 특선 요리는 뭐죠?

M: 오늘의 특선 요리는 웨스틴 치킨입니다. 닭 가슴살을 

베이컨에 싼 요리로, 다진 고기와 허브 소로 채워 

위스키를 발라 그릴에 구운 음식입니다.

w: 저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해산물 쪽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M: 랍스터 스페셜이 있습니다. 레드 와인으로 양념한 

후에 구운 바닷가재입니다.

w: 어떤 것도 제게는 맛있게 들리지 않네요. 메뉴를 

보겠습니다.

wrapped in ~에 싸인   filled with ~으로 채워진   

minced meat 다진 고기   stuffing (요리에 넣는) 소, 속   

grilled 석쇠에 구워진   recommend 추천하다   seafood 
해산물   lobster 바닷가재   marinated in ~에 양념된   

roasted (오븐 등에) 구워진   appealing 매력적인, 

흥미로운   take a look at ~을 보다

16

당나귀Listening_Level 3_정답해설.indd   16 2011-03-18   오후 7:12:5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buying a 
wristwatch for her husband.

②	The woman’s husband works 
as a scuba diver.

③	The woman wants to buy a 
waterproof watch.

④	The woman will get a 
discount.

⑤	The woman asked for the 
item to be gift-wrapped.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남편을 위한 손목시계를 사려는 중이다.

② 여자의 남편은 스쿠버 다이버로 일한다.

③ 여자는 방수 시계를 사고 싶어 한다.

④ 여자는 할인을 받을 것이다.

⑤ 여자는 상품을 선물용으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M: Hi. How can I help you?

W: I am looking for a wristwatch for my 
husband.

M: Okay.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We have a wide variety of high-quality 
watches that have good designs. do 
you have any specific styles in mind?

W: Not really, but the watch has to be 
waterproof. His hobby is scuba diving, 
so he often wears his watch 
underwater.

M: I see. Do you want a digital watch or 
one with hands?

W: I don’t think he likes digital watches.

M: How about this silver one? It’s 
waterproof and looks very stylish.

W: How much is it? I want to spend less 
than $500.

M: The original price is $425, but it’s on 
sale, so it is 20% off now.

W: Cool. I will take it then. Can you gift-
wrap it for me?

M: 안녕하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

w: 제 남편을 위한 손목시계를 찾고 있습니다.

M: 네. 잘 찾아오셨군요. 저희는 좋은 디자인을 가진 고급 

시계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특정한 스타일이 있으세요?

w: 아니요. 하지만 방수가 되는 시계여야 해요. 남편의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어서, 물속에서 시계를 차는 

일이 많거든요.

M: 알겠습니다. 디지털 시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바늘이 있는 것을 원하시나요?

w: 남편은 디지털 시계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M: 이 은시계는 어떠세요? 방수가 되고 아주 멋지거든요.

w: 얼마인가요? 500달러 이하로 썼으면 해서요.

M: 정가는 425달러인데, 세일 중이라 현재 20% 

할인입니다.

w: 좋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살게요. 선물 포장 해 

주시겠어요?

wristwatch 손목시계   a wide variety of 갖가지의   

high-quality 고급의   specific 특정한   waterproof 
방수의   stylish 멋진   original price 정가   gift-wrap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s company is 
very big.

②	The man likes to work alone 
all the time.

③	The company is going to hire 
the man.

④	The woman does not like the 
man’s attitude.

⑤	The man will visit the 
company again tomorrow.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의 회사는 매우 크다.

② 남자는 항상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③ 이 회사는 남자를 고용할 것이다.

④ 여자는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남자는 내일 이 회사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W: So why do you want to work at our 
company?

M: As you can see on my résumé, I used to 
work at a big company. The money was 
good, but I had to work too many 
hours, so I rarely had enough time for 
myself. On top of that, I’ve always 
wanted to work at a small company that 
has a relaxed working environment.

W: I see. Are you good at working in 
groups, or do you prefer to work alone?

M: It depends on the kind of job I am 
doing, but I can say that I am very 
sociable and responsible, so I have no 
difficulties when I work with others.

W: Okay. That’s good. Your educational 
background and experience are both 
very impressive. You are the kind of 
guy we’ve been looking for. When can 
you start working?

M: Thank you so much. I can start as soon 
as next week.

w: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신 이유는요?

M: 제 이력서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큰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보수는 좋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해서, 좀처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지요. 무엇보다도 저는 늘 편안한 근무 

환경을 가진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w: 알겠습니다. 그룹으로 잘 일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M: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매우 

사교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w: 네. 좋습니다. 당신의 학력과 경력 모두 매우 

인상적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람입니다. 

언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나요?

M: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résumé 이력서   rarely 좀처럼 ~하지 않는   on top of 
that 무엇보다   relaxed (장소가) 편안한   working 
environment 근무 환경   depend on ~에 달려 있다   

sociable 사교적인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educational background 학력   impressive 인상적인   

attitude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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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2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My dream is to become a 
dermatologist.

②	There is a good one on 
Queen Street.

③	I think you should wash your 
face right away.

④	I never realized how much 
your skin glows.

⑤	Our school is very famous for 
its medical school.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 꿈은 피부과 의사가 되는 거야.

② 퀸 스트리트에 좋은 데가 하나 있어.

③ 너 지금 당장 얼굴을 씻는 게 좋을 것 같다.

④ 네 피부가 그렇게 많이 상기된 줄 몰랐어.

⑤ 우리 학교는 의대로 매우 유명해.

W: Oh, Jake. What happened to your face?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M: It started to break out recently. It looks 
really bad, doesn’t it?

W: Since I’m a good friend, i cannot lie to 
you. It looks serious.

M: I know. I’m really tired these days. I 
haven’t slept much for the past three 
days.

W: I guess that’s the reason why your face 
has broken out. You should get some 
rest.

M: I know that I should. But what should I 
do if my face doesn’t clear up even 
after I get some rest?

W: If I were you, I would visit a 
dermatologist.

M: Do you know a good dermatologist that 
is close to our school?

w: 오, Jake. 얼굴이 왜 그래? 거의 너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

M: 최근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 정말 안 좋아 보이지, 

그렇지?

w: 내가 친한 친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다. 심각해 보여.

M: 알아. 요즘 너무 피곤하거든. 지난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

w: 그래서 네 얼굴에 종기가 났나 보구나. 너 좀 쉬는 게 

좋겠다.

M: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쉬었는데도 

얼굴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w: 내가 너라면 피부과에 가 볼 것 같아.

M: 학교 근처에 좋은 피부과 알고 있니?

recognize 알아보다   break out 종기가 나다, 발진하다   

get some rest 쉬다   clear up (질병 등이) 사라지다   

dermatologist 피부과 의사   glow (신체나 얼굴이) 

상기되다, 발개지다   medical school 의대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How could you forget my 
birthday?

②	Happy birthday to you, my 
friend.

③	I can’t thank you enough, you 
guys.

④	I am very disappointed with 
you.

⑤	Whose birthday is it today?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 생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② 생일 축하해, 친구야.

③ 너희한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④ 너희한테 아주 실망이야.

⑤ 오늘 누구 생일이야?

M: It is Jenny’s birthday. Jenny’s friends 
have planned to have a surprise party 
for her. That’s why they are all 
pretending that they’ve forgotten about 
her birthday. even though Jenny didn’t 
expect too much from her friends, she 
is a little disappointed because it seems 
like no one has remembered her 
birthday. But, as soon as Jenny comes 
into the classroom after lunch, her 
friends all jump out with presents, 
flowers, and a birthday cake for her. 
Since sh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surprise party, she is really moved 
and thankful to everyone ther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he say to her 
friends?

M: Jenny의 생일이다. Jenny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녀의 생일을 잊은 척하고 있다. Jenny는 

친구들한테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Jenny가 점심을 먹고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친구들이 모두 그녀에게 줄 선물과 꽃과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튀어나왔다. 그녀는 이 깜짝 

파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두에게 무척 감동하고 고마워한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pretend ~하는 척하다   even though 비록 ~이지만   

expect 기대하다   disappointed 실망한   jump out 
튀어나오다   moved 감동한   thankful 고마워하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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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man’s pet
②	the man’s future dream
③	the man’s holiday plans
④	the benefits of a lottery 

ticket
⑤	the man’s dream of 

winning the lottery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남자의 애완동물

② 남자의 장래 희망

③ 남자의 휴가 계획

④ 복권의 혜택

⑤ 복권 당첨을 바라는 남자의 꿈

W: You look very excited. Are you planning 
something for the upcoming holiday?

M: No. I am not just making plans for the holiday. 
I’m making plans for what I’d do if...

W: If what?

M: If I won the lottery.

W: Did you buy some lottery tickets again?

M: Well, this time, I had a really good dream. In 
Korea, it is a good sign when pigs appear in your 
dream. Last night, I happened to see three pigs 
in my dream.

W: Really? So you believe you are going to win the 
lottery this time?

M: Yeah. i have a strong feeling this time. That’s 
why I am planning what I’m going to do after I 
win all of that money.

W: Oh, Minho. please wake up.

w: 너 아주 신이 난 것 같다. 다가오는 휴가에 대해 

무슨 계획이라도 짜고 있니?

M: 아니. 단순히 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야.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어. 내가 만일…

w: 만일 뭐?

M: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말이야.

w: 복권을 또 샀니?

M: 음, 이번에는 진짜 좋은 꿈을 꿨어. 한국에서는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좋은 징조거든. 어젯밤 

꿈에서 돼지 세 마리를 봤어.

w: 정말? 그래서 이번에는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M: 응. 이번에는 느낌이 확실해. 그래서 그 돈을 

모두 타게 되면 뭘 할지 계획하고 있는 거야.

w: 오, Minho. 제발 정신 차려.

upcoming 다가오는   make a plan 계획을 세우다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다   lottery ticket 
복권   appear 나타나다   wake up 정신을 차리다   

benefit 혜택, 이득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recent climatic changes
②	some kinds of human activities
③	the causes of desertification
④	the necessity of desertification
⑤	the result of excessive cultivation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최근의 기후 변화

② 인간 활동의 종류

③ 사막화의 원인

④ 사막화의 필요성

⑤ 과도한 경작의 결과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Using too much water may lead to desertification.
②	Excessive cultivation can ruin a biological environment.
③	Climatic changes toward dryness result in desertification.
④	A temporary drought has nothing to do with desertification.
⑤	Desertification is caused by both climatic changes and human 

activities.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막화를 야기할 수 있다.

② 과도한 경작은 생물학적인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

③ 건조한 상태로 가는 기후 변화는 사막화를 야기한다.

④ 일시적인 가뭄은 사막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⑤ 사막화는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해 생긴다.

W: Desertification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the 
spread of a desert environment into dry or 
semidry regions. Desertification can be caused 
by both climatic change and human activities. 
The climatic factors include times of temporary 
but severe drought. In addition, long-term 
climatic changes toward dryness result in 
desertification. In the meantime, human factors 
involve the degradation of an environment due to 
excessive cultivation and the exhaustion of water 
supplies for agricultural, domestic, and industrial 
use.

w: 사막화는 사막 환경이 건조 지역 또는 반건조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막화는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해 생길 수 있다. 

기후 요인은 일시적이지만 극심한 가뭄의 시기를 포함한다. 또한 건조한 

상태로 가는 장기적인 기후 변화도 사막화를 야기한다. 한편 인적 요인은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환경의 악화와 농업용·가정용·산업용 물 공급의 

고갈과 관련 있다.

desertification 사막화   term 용어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spread 확산   

region 지역   be caused by ~에 의해 생기다   climatic 기후의   factor 요인   

temporary 일시적인   severe 극심한   drought 가뭄   in addition 게다가   long-
term 장기적인   dryness 건조한 상태   result in ~을 낳다, 야기하다   in the 
meantime 그 사이에, 한편   degradation 악화   due to ~ 때문에   excessive 
과도한   cultivation 경작   exhaustion 고갈   water supply 물 공급   

agricultural 농업의   domestic 가정의, 국내의   industrial 산업의, 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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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거울을 

고르시오.

M: Are you looking for mirrors?

W: Yes. I’d like to buy a mirror that can hang on 
a wall in my living room.

M: I see. Why don’t you look around the store 
first?

W: Okay. But can you recommend one for 
me? Which is the most popular one with 
your customers?

M: Well, the mirrors that people get mostly 
depend on their tastes and needs. How 
about this square one? That’s the most 
common one that people buy.

W: That’s too simple.

M: Then how about this oval one with flowers 
around the edges?

W: It looks cute. Is this round one also popular?

M: I thought that you didn’t like simple mirrors.

W: You’re right. I’ll just buy the oval one with the 
flowers. could you please wrap it up for 
me?

M: 거울을 찾고 계십니까?

w: 네. 거실 벽에 걸 수 있는 거울을 사고 싶습니다.

M: 알겠습니다. 우선 가게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w: 그러죠. 그런데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M: 음, 사람들이 사는 거울은 대개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사는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w: 너무 단순하네요.

M: 그러면 가장자리에 꽃이 있는 이 타원형은 

어떠세요?

w: 예쁘군요. 이 원형 거울도 인기 있나요?

M: 단순한 거울은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w: 맞아요. 그냥 꽃이 달린 이 타원형으로 

사겠습니다. 그것을 포장해 주시겠어요?

mirror 거울   hang (벽 등에) 걸리다   recommend 
추천하다   customer 고객, 손님   depend on ~에 

달려 있다   taste 취향   square 정사각형 모양의   

simple 단순한   oval 타원형의   edge 가장자리   round 
둥근, 원형의   wrap up ~을 포장하다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현재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excited
②	disappointed
③	hopeful
④	satisfied
⑤	delighted

① 신이 난

② 실망한

③ 희망에 찬

④ 만족한

⑤ 기쁜

W: Hello. This is the I Love Saipan Travel 
Agency. May I help you?

M: Hello. I’d like to reserve a three-night four-
day package, please.

W: When do you want to leave?

M: On September 18.

W: I’m so sorry, sir. We are fully booked on that 
day.

M: Oh, no!

W: How about leaving on September 19 
instead?

M: But I need to be back on September 21 
because I have to go to work on the 
following day.

W: Do you want me to put you on the waiting 
list for September 18 then?

M: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I’ll get tickets for 
that day?

W: I’m not sure because that is right in the 
middle of the peak holiday season.

M: I see. I’ll just go there next time.

w: 여보세요. I Love Saipan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여보세요. 3박 4일 패키지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w: 언제 떠나기를 원하세요?

M: 9월 18일이요.

w: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날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M: 오, 이런!

w: 대신 9월 19일에 떠나는 것은 어떠세요?

M: 하지만 제가 9월 21일에는 돌아와야 하거든요. 

다음 날 출근 해야 해서요.

w: 그럼 9월 18일 대기자 명단에 올려 드릴까요?

M: 그날 제가 표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w: 그때가 한창 휴가 성수기라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M: 알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가야겠네요.

travel agency 여행사   reserve 예약하다   fully 
booked 예약이 꽉 찬   waiting list 대기자 명단   

possibility 가능성   in the middle of ~가 한창일 때   

holiday season 휴가철

①

④

②

⑤

③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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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room service
②	free services
③	laundry service
④	wakeup call service
⑤	general hotel services

① 룸서비스

② 무료 서비스

③ 세탁 서비스

④ 모닝콜 서비스

⑤ 전반적인 호텔 서비스

M: Dear guests: In order to make your stay 
here more comfortable, we offer several 
services. First, we provide room service 
twenty-four hours a day. If you need 
any room service, please press 1. 
Second, we have a wakeup call service. 
If you need a wakeup call, please press 
2 and then press the numbers for the 
time when you want to be woken up. 
For example, if you want to wake up at 
7:30 in the morning, just press 0-7-3-0. 
Lastly, we provide laundry service for 
our guests. If you need any laundry 
done, please press 3. However, this 
service is not free of charge. You must 
pay for the various types of laundry 
services that you receiv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press 0.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M: 친애하는 손님 여러분: 이곳에서의 투숙을 보다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 저희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루 24시간 

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룸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번을 누르십시오. 둘째, 모닝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닝콜이 필요하시면 2번을 누르고 깨어나고 싶으신 

시간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고 싶으시면 0-7-3-0을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손님들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탁이 필요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손님께서 

받으시는 다양한 종류의 세탁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0번을 누르십시오. 저희 숙소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in order to ~하기 위해   comfortable 편안한   offer 
제공하다   provide 제공하다   press 누르다   wakeup 
call 모닝콜   laundry 세탁(물)   free of charge 무료로   

various 다양한   receive 받다   information 정보

04 대화를 듣고, 남자가  광명에서 창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르시오.

①	1 hour and 30 minutes
②	1 hour and 55 minutes
③	2 hours and 5 minutes
④	3 hours and 25 minutes
⑤	3 hours and 50 minutes

① 1시간 30분

② 1시간 55분

③ 2시간 5분

④ 3시간 25분

⑤ 3시간 50분

W: Jinsu, where are you going?

M: I’m going to Changwon to attend the 
wedding of one of my coworkers.

W: Is there a KTX train that goes directly 
there?

M: Unfortunately, no. I have to transfer 
when I get to Dong-Daegu Station.

W: I se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M: It takes one and a half hours to go from 
Gwangmyeong to Dong-Daegu by KTX. 
Then, I have to wait there for 35 
minutes until I can take the Saemaul 
train. Once I get on that train, it will take 
another hour and twenty minutes to get 
to Changwon.

W: Wow. That sounds like a long journey.

M: You’re right.

W: I hope you don’t get too tired on the trip 
down there.

w: Jinsu, 너 어디 가니?

M: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창원에 가는 중이야.

w: 거기까지 직행하는 KTX 열차가 있니?

M: 불행하게도 없어. 동대구역에 도착하면 갈아타야 해.

w: 그렇구나.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M: KTX로 광명에서 동대구까지 가는 데 1시간 30분 

걸려. 그다음에 새마을 열차를 탈 때까지 거기서 35분 

기다려야 해. 일단 그 열차를 타면 창원까지 가는 데 또 

1시간 20분 걸리지.

w: 와. 긴 여정이구나.

M: 맞아.

w: 거기 내려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attend 참석하다   coworker 동료   directly 곧장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ransfer 갈아타다   get to 
~에 도착하다   get on ~에 타다   journey 여행,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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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3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요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there is no space
②	because it is too far away
③	because free parking is not 

available
④	because valet parking is not 

available
⑤	because he does not have a 

parking stamp

① 공간이 없어서

② 너무 멀어서

③ 무료 주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④ 대리 주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⑤ 주차 도장이 없어서

M: excuse me. Do you have valet parking 
service here?

W: I’m sorry. But we don’t have that.

M: Then where can I park my car?

W: The main parking lot is full right now. 
However, you can park in our 
secondary parking area.

M: How far away from here is it?

W: It is only 100 meters away. Just turn 
right, drive ahead a little bit, and then 
make one more right. You will see a 
sign for the parking lot as soon as you 
turn right.

M: Okay. How long am i allowed to park 
my car for free?

W: If you get a parking stamp, you can 
park there for free for three hours. Don’t 
forget to get a stamp before you leave 
the store.

M: Okay.

M: 실례합니다. 이곳에 대리 주차 서비스가 있습니까?

w: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M: 그러면 어디에 주차해야 하나요?

w: 지금 제1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하지만 제2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M: 이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w: 겨우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조금 직진하신 후 한 번 더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하자마자 주차장 표지판이 보이실 겁니다.

M: 알겠습니다. 무료 주차는 얼마 동안인가요?

w: 주차 도장을 받으면 무료로 3시간 동안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상점을 나오시기 전에 도장 받는 거 잊지 

마세요.

M: 알겠습니다.

valet parking 대리 주차   park 주차하다   main 주된, 

주요한   parking lot 주차장   secondary 이차적인, 

부차적인   a little bit 약간   sign 표지(판)   as soon as 
~하자마자   be allowed to ~하도록 허락되다   for free 
무료로   parking stamp 주차 도장   space 공간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beg him to watch Gag 
Concert

②	ask him to go to a ballpark
③	let him watch a ballgame
④	let him watch Sports News
⑤	ask him to watch a game 

together

① 그에게 <개그 콘서트> 보라고 조르기

② 그에게 야구장에 가라고 요청하기

③ 그가 야구 경기 보게 놔두기

④ 그가 <스포츠 뉴스> 보게 놔두기

⑤ 그에게 함께 경기 보자고 요청하기

W: John, what time is it now?

M: It’s a quarter to 9. Why?

W: I want to watch Gag Concert.

M: But there is a baseball game on Tv 
tonight. The Tigers are playing the 
Lions. It’s the final game of the season.

W: Oh, come on. I really want to watch it. 
Laughing during the show helps me get 
rid of all of the stress that has been 
building up all week long.

M: I know what you mean, but I have been 
waiting for this ballgame for a year.

W: Can’t you just watch the highlights of 
the game at midnight on Sports News?

M: Why don’t you just watch the program 
when it comes on as a rerun? Please.

W: Okay. Okay. You win.

w: John, 지금 몇 시야?

M: 9시 15분 전이야. 왜?

w: 나 <개그 콘서트> 보고 싶어.

M: 하지만 오늘 밤에 TV에서 야구 경기 중계가 있어. 

Tigers와 Lions 경기야. 이번 시즌 결승전이라고.

w: 오, 제발. 나 정말 그거 보고 싶단 말이야. 그 쇼를 

보며 웃는 것이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걸.

M: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난 이 야구 경기를 일 년 동안 

기다려 왔어.

w: 그냥 자정에 <스포츠 뉴스>에서 그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 안 돼?

M: 네가 그 프로 재방송을 할 때 보는 건 어때? 제발.

w: 알았어. 알았어. 네가 이겼다.

quarter 4분의 1, 15분   final game 결승전   get rid of 
~을 제거하다   build up 쌓이다   ballgame 야구 경기   

rerun 재방송   beg ~ to... ~에게 …해 달라고 간청하다   

ballpark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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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을 듣고, 여자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florist
②	a barista
③	a salesperson
④	a baker
⑤	a cook

① 꽃집 주인

② 바리스타

③ 판매원

④ 제빵사

⑤ 요리사

W: I prepare and serve coffee to the 
customers. Making coffee might look or 
sound easy in some ways, but I need to 
have a lot of knowledge to do my job. 
For example, I have to know how to 
operate the espresso machine. And I 
also have to know the different kinds of 
coffee beans, their tastes, flavors, 
characteristics, and which beans are 
the best matches for various kinds of 
breads. If I can’t do these things, then I 
cannot make good recommendations 
when the customers ask me to select a 
drink for them. It requires a lot of effort 
to prepare a cup of coffee. I feel very 
happy and am proud of my job when 
people enjoy drinking the coffee that I 
make for them.

w: 저는 손님들께 커피를 준비해서 서빙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쉬워 보이거나 쉬운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커피콩과 그것들의 맛·향미·특징을 

알아야 하고, 어떤 커피콩이 다양한 종류의 빵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손님들이 음료를 골라 달라고 할 

때 좋은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 주는 커피를 즐겨 마실 때 매우 

행복하고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customer 고객   knowledge 지식   operate 작동하다   

machine 기계   coffee bean 커피콩   taste 맛   flavor 
향미   characteristic 특징   match 잘 어울리는 것   

recommendation 추천   select 고르다, 선택하다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effort 노력   be proud of 
~이 자랑스럽다

08 대화를 듣고, 여자의 발표 주제에 대한 

남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man does not like the 
woman’s topic.

②	The man’s opinion is the 
opposite of the woman’s.

③	The man thinks the woman 
cannot do anything with the 
topic.

④	The man thinks the woman’s 
topic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⑤	The man thinks the woman’s 
topic is a matter for the 
government to settle.

① 남자는 여자의 주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② 남자의 의견은 여자의 의견과 정반대이다.

③ 남자는 여자가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④ 남자는 여자의 주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⑤ 남자는 여자의 주제가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M: Sara, what are you doing?

W: I’m collecting data for my sociology 
presentation.

M: What is your topic?

W: I’m doing it on aging societies.

M: Aging societies? How are you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on that topic?

W: I have heard that Korea is rapidly 
becoming an aged society, but we have 
no measures to deal with this right now.

M: Yeah. I think I have heard about that. It 
is going to be a big problem, especially 
since we are faced with decreasing 
birthrates now.

W: So I intend to do my presentation on 
some specific countermeasures to this 
problem.

M: I’m sure that you’re going to give a 
wonderful presentation. if you need 
any help, please let me know.

W: Thanks for the offer.

M: Sara, 너 뭘 하고 있니?

w: 사회학 발표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M: 주제가 뭔데?

w: 노령화 사회에 대해서 하고 있어.

M: 노령화 사회?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발표할 건데?

w: 한국이 빠르게 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 

문제를 다룰 대책이 당장은 없거든.

M: 응. 나도 그것에 대해 들어 본 것 같다. 그건 큰 문제가 

될 거야. 특히 우리는 지금 출생률이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니까.

w: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 

발표하려고 해.

M: 넌 분명 멋진 발표를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 

줘.

w: 그 제안 고마워.

sociology 사회학   presentation 발표, 프레젠테이션   

aging society 노령화 사회   measure 조치, 정책   deal 
with ~을 다루다   be faced with ~에 직면하다   

decrease 줄어들다   birthrate 출생률   intend to ~할 

의도이다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countermeasure 
대책   a matter of great concern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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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ether the woman has her 
receipts or not

②	the gate number where they 
currently are

③	the gate number where the 
woman has to go

④	the total number of gates the 
woman must pass

⑤	where the Lost and Found 
Department is

① 여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② 그들이 현재 있는 출구 번호

③ 여자가 가야 하는 출구 번호

④ 여자가 지나가야 하는 출구의 총 개수

⑤ 분실물 관리소가 있는 곳

W: excuse me. Where can I pick up the 
duty-free items that I purchased?

M: Do you have the receipts for your 
purchases?

W: Yes, I do.

M: Good. Please go to gate number 28.

W: Where is that located?

M: It is next to the smoking area. We are at 
gate 43. Just go straight this way until 
you see gate 28.

W: Do you mean that I have to pass 15 
gates?

M: You got it. You can’t miss it because all 
of the gates are numbered. The gates 
from number 1 to number 43 are on the 
right-hand side, and the gates from 
number 44 to number 60 are on the left-
hand side.

W: Wow! There are so many gates. 
Anyway, thank you very much for 
helping me.

w: 실례합니다. 제가 구입한 면세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M: 구입품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w: 네, 있습니다.

M: 좋습니다. 28번 출구로 가세요.

w: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M: 흡연 구역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43번 

출구입니다. 28번 출구가 보일 때까지 이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w: 15개의 출구를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M: 그렇습니다. 모든 출구에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43번 출구는 

우측에 있고, 44번부터 60번 출구는 좌측에 

있습니다.

w: 와! 출구가 정말 많군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uty-free 면세의   purchase 구입하다; 구입, 구입한 것   

receipt 영수증   be located 위치해 있다   smoking area 
흡연 구역   be numbered 번호가 매겨져 있다   right-
hand side 오른쪽   left-hand side 왼쪽   currently 현재   

lost and found 분실물 센터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planning to go 
to Hawaii.

②	The man went to Hawaii with 
his family.

③	The woman stayed at the 
hotel that was her first 
choice.

④	The woman liked the place 
where she stayed.

⑤	The service of the resort 
where the woman stayed was 
awful.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여자는 하와이에 갈 계획이다.

② 남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갔다.

③ 여자는 그녀가 처음 선택한 호텔에 투숙했다.

④ 여자는 그녀가 투숙한 장소가 마음에 들었다.

⑤ 여자가 투숙한 리조트의 서비스는 좋지 않았다.

M: You have a nice tan. Did you get that 
tan because you spent your holiday in 
Hawaii?

W: Yeah, like I told you, my family went to 
Hawaii last week.

M: Wow. I envy you so much. How was 
your trip?

W: It was awesome. Hawaii is such a 
beautiful place. everywhere we went 
seemed like it could be a picture on a 
calendar.

M: Did you stay at the hotel that you had 
planned to make reservations at?

W: Unfortunately, the hotel I told you that 
we wanted to stay at had no vacancies. 
So we stayed at a resort instead. But 
that alternative turned out to be really 
amazing. It was near a beach, and the 
service and facilities there were 
wonderful.

M: Oh, really? What is the name of the 
resort?

M: 너 멋지게 선탠했구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 그런 

선탠을 하게 된 거니?

w: 응, 네게 말한 대로 우리 가족은 지난주에 하와이에 

갔어.

M: 와. 정말 부럽다. 여행은 어땠어?

w: 아주 멋졌어. 하와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가 

갔던 모든 곳이 달력의 그림이 될 수 있겠더라.

M: 예약하기로 계획했던 호텔에서 묵었니?

w: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머무르고 싶다고 말했던 호텔에 

빈방이 없었어. 그래서 우린 대신 어느 리조트에서 

묵었지. 하지만 그 대안이 아주 놀라웠단다. 그곳은 

해변 근처였고, 그곳의 서비스와 시설도 훌륭했어.

M: 오, 그래? 그 리조트 이름이 뭐니?

tan 선탠   envy 부러워하다   awesome 기막히게 좋은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vacancy 빈방   resort 
리조트, 휴양지   alternative 대안   turn out ~인 것으로 

드러나다   amazing 놀라운   facilities (편의를 위한) 시설   

awful 끔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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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looking for a 
place to move to.

②	The woman wants to move 
because she dislikes her 
landlord.

③	The place where the man 
lives is close to campus.

④	The woman is interested in 
the apartment that the man 
tells her about.

⑤	The woman will go and take 
a look at the apartment.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이사할 곳을 찾고 있다.

② 여자는 집주인이 싫어서 이사하고 싶어 한다.

③ 남자가 사는 곳은 캠퍼스와 가깝다.

④ 여자는 남자가 얘기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⑤ 여자는 가서 그 아파트를 둘러볼 것이다.

M: What are you looking at in the 
newspaper?

W: I’m just looking for a new house to 
move to.

M: Why? You like where you live now, don’t 
you?

W: Yes. But my landlord raised my rent 
again. I don’t think I can afford it 
anymore.

M: Oh, that’s the reason why you want to 
move. I heard that there is a vacant 
place in my building. It’s a pretty nice 
place, and it is just a ten-minute walk 
from campus.

W: Really? How much is the rent?

M: It’s $500 a month.

W: That sounds okay. That’s cheaper than 
where I live now. Tell me more about 
it.

M: It is a studio apartment with a 
bathroom, a kitchen, and several 
closets where you can store a lot of 
stuff.

W: That sounds pretty interesting. I’m 
going to take a look at it.

M: 신문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w: 이사 갈 새 집을 찾아보고 있어.

M: 왜? 너 지금 사는 데 좋아하잖아, 안 그래?

w: 응. 하지만 집주인이 또 방세를 올렸어.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M: 오, 그래서 이사하려는 거구나. 우리 빌딩에 빈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꽤 괜찮은 곳이고, 캠퍼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

w: 정말? 세가 얼마야?

M: 한 달에 500달러야.

w: 괜찮다. 내가 지금 사는 곳보다 저렴해. 더 자세히 

얘기해 줘.

M: 욕실, 주방, 그리고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는 벽장도 

몇 개 갖춘 원룸이야.

w: 아주 흥미로운걸. 한번 둘러봐야겠다.

landlord 집주인   raise 올리다   rent 집세, 방세   vacant 
비어 있는   studio apartment 원룸 아파트   closet 벽장   

store 보관하다, 저장하다   take a look at ~을 보다   

dislike 싫어하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advertisement?

①	The courses are only for 
company workers.

②	The courses do not have any 
instructors.

③	The courses cover practical 
matters.

④	The courses provide people 
with business opportunities.

⑤	The tuition for the courses 
will be expensive.

광고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이 강좌들은 회사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다.

② 이 강좌들에는 어떤 강사도 없다.

③ 이 강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

④ 이 강좌들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준다.

⑤ 이 강좌들의 수업료는 비쌀 것이다.

M: Do you want to go to graduate school 
without having to quit your job? You 
can achieve your goal without leaving 
your keyboard. All you have to do is 
download our easy-to-use software, 
which will take you to our online school. 
Anywhere that you have access to the 
Internet, you can be with our 
instructors, who have years of real-
world business experience. All of our 
courses deal with issues that people 
face every day.

M: 직장을 그만둘 필요 없이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까? 

키보드를 떠나지 않고도 당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온라인 학교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당신은 우리의 강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년간의 실무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강좌는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graduate school 대학원   quit 그만두다   achieve 
성취하다   easy-to-use 사용하기 쉬운   have access to 
~에 접근할 수 있다   instructor 강사   real-world 
실세계의   experience 경험   deal with ~을 다루다   face 
직면하다   practical 현실적인, 실용적인   opportunity 
기회   tuition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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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3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Not yet. I still don’t know 
how I feel about him.

②	I think your answer should 
be yes.

③	That’s some very useful 
advice that you gave me.

④	I think he shouldn’t have told 
anyone else that I like him.

⑤	I am not sure whether he 
would like me back.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직이요. 여전히 걔에 대한 감정을 

모르겠어요.

② 아빠의 대답은 예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③ 그건 아빠가 제게 주신 매우 유용한 

조언이에요.

④ 걔는 제가 걔를 좋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⑤ 걔도 저를 좋아해 줄지 잘 모르겠어요.

M: Who were you talking to on the 
phone? You just suddenly walked away 
for a minute.

W: Well, it was one of my school friends, 
Dad. He said that he likes me, and then 
he asked me out for this Saturday night.

M: Really? I can’t believe my little girl has 
already become a popular lady. So what 
did you say?

W: I have never thought of him as more 
than just a friend. So I didn’t quite know 
what to say.

M: So did you say no? Don’t you think that 
must have hurt him?

W: I didn’t say no. I just said that I would 
call him back later and let him know.

M: Oh, I see. Have you made up your mind 
about what you are going to say to 
him?

M: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니? 갑자기 잠시 자리를 

뜨더구나.

w: 음, 제 학교 친구들 중 하나였어요, 아빠. 걔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는 이번 토요일 밤에 데이트하자고 

했어요.

M: 정말이니? 우리 어린 딸이 벌써 인기 있는 숙녀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니?

w: 걔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M: 그래서 거절했어? 걔한테 상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w: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알려 주겠다고 했죠.

M: 오, 그렇구나. 걔한테 뭐라고 말할 건지 마음 정했니?

walk away (어색한 자리를) 피하다, (힘든 상황이나 관계를 

외면하고) 떠나 버리다   ask ~ out ~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   

hurt 감정을 상하게 하다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결정하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would do anything for you. 
So don’t worry.

②	Can you teach me how to 
drive well?

③	I think we’d better take the 
train instead of driving.

④	Getting there by airplane is 
the best option we have.

⑤	How can you drive so well? 
Please teach me how to drive.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마.

② 운전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③ 운전하는 대신 기차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④ 비행기로 거기 가는 게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선택이야.

⑤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어? 운전하는 

법 좀 가르쳐 줘.

W: Terry and Susie are going to take a 
three-day holiday. At first, they had 
planned to go to their destination by 
plane. But it’s too costly to fly there. So 
they decided to travel by car instead. 
However, Susie doesn’t like this plan. It 
hasn’t been long since she got her 
driver’s license, so she is not that good 
at driving yet. Terry knows this and is 
willing to drive all the way to the 
destination by himself. But Susie feels 
sorry as she thinks it is going to be too 
difficult for him to drive all the way 
alone. That’s why she wants to ask him 
to take the train instead of drivi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usie say to 
Terry?

w: Terry와 Susie는 3일간의 휴가를 가질 계획이다. 

처음에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그들의 목적지에 가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차로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usie는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그녀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운전을 그리 잘하지 못한다. Terry는 

이것을 알고 기꺼이 목적지까지 내내 혼자 운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Susie는 그가 줄곧 혼자서만 운전하는 

것은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에 미안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운전하는 대신 기차를 타자고 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Susie가 Terry에게 할 수 있는 

말은?

at first 처음에   destination 목적지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be good at ~을 

잘하다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all the way 내내, 

시종   by oneself 혼자서   instead of ~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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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announcement for?

①	an apartment office relocation
②	a parking lot extension
③	some changes to the parking lot
④	a cleaning plan for the parking 

lot
⑤	a new outlook of the parking lot

다음 공지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아파트 관리소 재배치

② 주차장 증축

③ 주차장에 생기는 몇 가지 변화

④ 주차장 청소 계획

⑤ 주차장의 새로운 조망

M: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the apartment 
office. As we’ve informed you since last 
week, we are going to clean the 
underground parking lots tomorrow. 
Those people whose cars are parked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s should 
move their cars to another location. If 
you don’t move your car by 9 a.m. 
tomorrow, your parking space will not 
get cleaned until the next time that we 
clean the lots, which will be sometime 
next year.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and consideration.

M: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드리는 공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알려 

드렸다시피, 내일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분들은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차를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차 공간은 다음 번까지, 즉 내년 

언젠가 주차장을 청소하게 될 때까지 청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와 배려에 많은 

감사 드립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   announcement 알림, 공지   

inform 알리다   underground 지하의   location 
장소, 위치   get cleaned 청소되다   consideration 
사려, 배려   relocation 재배치   extension 확대, 

증축   outlook 전망, 조망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how to keep the time
②	customs on punctuality
③	how to become a polite person
④	some reasons why people are late
⑤	some various customs in the world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시간을 지키는 법

② 시간 엄수에 대한 관습

③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법

④ 사람들이 지각하는 몇 가지 이유

⑤ 세계의 다양한 관습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Being on time is not always appreciated.
②	The notion of punctuality is unchangeable.
③	Being late is understandable in some cultures.
④	Being late is sometimes preferred in some cultures.
⑤	Some cultures need higher standards concerning punctuality.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항상 반겨지는 것은 아니다.

② 시간 엄수에 대한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

③ 어떤 문화권에서는 늦는 것이 정상적이다.

④ 어떤 문화권에서는 늦는 것이 때로 선호된다.

⑤ 어떤 문화권은 시간 엄수에 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W: Most of us think that it is always polite to be on 
time. However, each society has its own special 
customs concerning punctuality. In some 
cultures, it is expected that a person needs to be 
early or on time for an appointment. In these 
cultures, if someone is late, it is considered very 
disrespectful and rude. On the other hand, in 
other cultures, being late is acceptable. Also, 
there are even some occasions when it is better 
for people to be late for their appointments.

w: 우리들 대부분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항상 예의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사회마다 시간 엄수에 대한 저마다의 특별한 관습이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약속에 빨리 오거나 정각에 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누군가가 늦으면 매우 무례하고 예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어떤 문화권에서는 늦는 것이 용인된다. 또한 심지어는 약속에 늦는 

편이 더 나은 경우들도 있다.

polite 예의 바른   be on time 시간을 잘 지키다   society 사회   custom 관습   

concerning ~에 관련된   punctuality 시간 엄수   appointment 약속   

disrespectful 무례한   rude 무례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cceptable 
용인되는   occasion 때, 경우   appreciated 환영받는, 고맙게 여겨지는   notion 
개념, 관념   unchangeable 불변의   understandable (특정 상황에서) 정상적인, 

당연한   preferred 선호되는   standar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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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우표를 

고르시오.

M: Can you show me some stamps?

W: What is the value of the stamps that 
you need? The price you have to pay 
depends on the weight and size of your 
parcel.

M: No. No. I’m not sending any.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so I just want to 
look at them and buy some.

W: Oh, I see.

M: How much is this rural landscape one? 
It looks peaceful.

W: That costs 3,000 won.

M: How about this one with Namsan 
Tower? The night view is fantastic.

W: It costs 3,300 won.

M: Can I have it? Oh, wait! I like this 
collection of flowers more. Can I just 
have the one with the rose of Sharon on 
it? I think the one with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is better.

W: Okay.

M: 우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w: 얼마짜리 우표가 필요하십니까? 소포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지불해야 할 가격이 달라집니다.

M: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제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서, 그냥 보고 몇 개 사려고 

합니다.

w: 아, 알겠습니다.

M: 이 전원 풍경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평화로워 

보이는군요.

w: 그것은 3,000원입니다.

M: 남산 타워가 있는 이것은요? 야경이 멋지네요.

w: 그것은 3,300원입니다.

M: 그거 주실래요? 아, 잠시만요! 이 꽃 우표들이 더 

마음에 드네요. 무궁화가 있는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국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요.

w: 알겠습니다.

stamp 우표   value 값, 가치   depend on ~에 달려 있다   

weight 무게   parcel 소포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rural landscape 전원 풍경   peaceful 평화로운   night 
view 야경   collection (물건, 사람들의) 무리, 더미   rose 
of sharon 무궁화   national flower 국화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glad – disappointed
②	refreshed – glad
③	surprised – refreshed
④	depressed – surprised
⑤	gloomy – cheerful

① 반가운 – 실망한

② 상쾌한 – 기쁜

③ 놀란 – 상쾌한

④ 우울한 – 놀란

⑤ 침울한 – 쾌활한

W: Aren’t you Jinsu? You’re Jinsu Lee from 
Seoul High School, right?

M: Yes, I am. Who are you?

W: I’m Mina. don’t you remember me?

M: Mina Park?

W: Now you remember. It’s been 10 years 
since we graduated. How have you 
been?

M: I’ve been doing great. How about you?

W: I got married three years ago and have 
two lovely daughters.

M: I see. Did you know that I had a crush 
on you?

W: Ha ha ha. Really? I didn’t know that.

M: I tried to get up the nerve to ask you 
out, but I couldn’t do it. I am very happy 
to meet you but a little sad to hear that 
you are married.

W: Oh. it’s not so bad to hear that.

w: 너 Jinsu 아니니? 서울고등학교 나온 Jinsu Lee 

맞지?

M: 응, 맞아. 넌 누구야?

w: 나 Mina야. 나 기억 안 나?

M: Mina Park?

w: 이제야 기억하는구나. 졸업한 지 1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M: 잘 지냈지. 너는?

w: 나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어.

M: 그렇구나. 내가 너한테 반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니?

w: 하하하. 정말? 몰랐는데.

M: 용기를 내서 너한테 데이트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결혼했다고 하니 좀 

슬프네.

w: 오. 그런 말 듣는 게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걸.

graduate 졸업하다   get married 결혼하다   lovely 
사랑스러운   have a crush on ~에게 홀딱 반하다   get up 
the nerve 용기를 내다   ask ~ out ~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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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studying hard
②	having a better life
③	getting a good job
④	sleeping well
⑤	doing his homework

① 열심히 공부하기

② 더 나은 삶을 살기

③ 좋은 직업 갖기

④ 잘 자기

⑤ 숙제 하기

M: I never get enough sleep because I go 
to school and have to do lots of 
homework. I know that studying is very 
important, but it isn’t everything. 
Studying hard will give me many 
opportunities to get a good job and to 
have a better life. However, I think that 
developing my talents is more 
important than finding a job. Having a 
better life is subjective.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judge others 
by their own standards. Not all people 
who have good jobs are satisfied with 
the work that they do. I want to live my 
whole life doing what I really like to do. 
People cannot live my life for me. 
Since my life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in the world, I am going to 
fulfill my dream.

M: 나는 학교에 다니고 많은 과제를 해야 해서 잠을 

결코 충분히 자지 못한다.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업을 갖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나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 일생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나 

대신 내 삶을 살아 줄 수는 없다. 내 삶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내 꿈을 이룰 

것이다.

opportunity 기회   develop 개발하다   talent 재능   

subjective 주관적인   judge 판단하다   standard 
기준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precious 
소중한   fulfill 달성하다, 성취하다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Louis’ Shop

 Women’s Men’s
Shoulder Bag $250 N/A
Belt $110 $120
Wallet $85 $65
Handkerchief $35 $35

①	$59.50
②	$70
③	$127.50
④	$150
⑤	$195.50

① 59.50달러

② 70달러

③ 127.50달러

④ 150달러

⑤ 195.50달러

W: Hi. I’d like to buy a present for my 
parents. This coming Saturday is their 
fiftieth wedding anniversary, so I’d like 
to give them something special.

M: I see. What do you have in mind?

W: Well... I haven’t really thought of 
anything yet.

M: Why don’t you buy them some 
handkerchiefs?

W: They might like them, but 
handkerchiefs are farewell presents.

M: How about some belts? They are 
common presents for parents. We have 
matching sets for men and women.

W: Well... I like these wallets. I’ll take 
them.

M: Sure. Do you have a membership 
card? If you do, you can get a 15% 
discount.

W: Really? I have my card with me. Here 
it is.

M: Please wait for a moment.

w: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고 싶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이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기념일이라 뭔가 특별한 것을 드리고 싶네요.

M: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w: 음… 아직 생각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M: 손수건을 사 드리는 게 어떠세요?

w: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손수건은 작별 

선물이라서요.

M: 벨트는 어떠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흔한 

선물이거든요. 남성용과 여성용의 서로 어울리는 

세트가 있습니다.

w: 음… 저는 이 지갑들이 마음에 드네요. 그것들로 

할게요.

M: 네. 회원카드 있으세요? 있으면 1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w: 정말이요? 카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M: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wedding anniversary 결혼 기념일   have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handkerchief 손수건   farewell 
작별   matching 어울리는   wallet 지갑   discount 
할인   n/a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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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ask guests to leave their 
towels on the floor

②	to ask guests to leave the 
towels hanging

③	to ask guests to enjoy their 
stay on the island

④	to ask guests to help take care 
of the environment

⑤	to ask guests to leave their 
room keys at the front desk

① 투숙객들에게 수건을 바닥에 놓으라고 

부탁하기 위해

② 투숙객들에게 수건을 걸어 놓으라고 부탁하기 

위해

③ 투숙객들에게 섬에서 즐겁게 체류하라고 

부탁하기 위해

④ 투숙객들에게 환경 보호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⑤ 투숙객들에게 방 열쇠를 안내 데스크에 

맡기라고 부탁하기 위해

W: Dear guests: In an effort to conserve 
water and energy and in order to keep 
our environment beautiful and clean,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our 
conservation program. The following is 
what you can do. First, if you want your 
towels replaced, please leave them on 
the floor or in the bathtub. Second, if 
you want to reuse your towels, please 
leave them hanging. We respectfully 
encourage you to limit the amount of 
water you consume while washing your 
hands, bathing, and showering due to 
the limited supply of water on our small 
island. Lastly, when you leave your 
room, please take the room key out of 
the slot. If you don’t, the electricity 
won’t turn off.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w: 투숙객 여러분: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희는 여러분께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건을 교체하기를 원하시면 

바닥이나 욕조 안에 놔두십시오. 둘째, 수건을 

재사용하기 원하시면 걸어 두십시오. 우리의 작은 

섬에는 물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는 사용하시는 물의 양을 

제한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나가실 때는 방 열쇠를 꽂는 자리에서 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n an effort to ~하려는 노력으로   conserve 아껴 쓰다, 

보존하다   in order to ~하기 위해   environment 환경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conservation 보존   

replace 대체하다   reuse 재사용하다   respectfully 
정중하게   encourage ~ to... ~에게 …하도록 권장하다   

limit 제한하다   consume 소비하다   due to ~ 때문에   

slot (가느다란) 구멍   electricity 전기   cooperation 협조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buy a swimsuit
②	buy an underwater camera
③	buy tickets to go scuba diving
④	take some pictures
⑤	go to the fitting room 

together

① 수영복 사기

② 수중 카메라 사기

③ 스쿠버 다이빙하는 표 사기

④ 사진 찍기

⑤ 탈의실에 함께 가기

W: Wow! The sea is so beautiful. I can see 
all the way to the bottom.

M: You’re right. This is much better than I 
had expected it to be.

W: look at that. There are schools of fish 
and lots of coral. They look really 
fantastic.

M: I’m so excited to get to go scuba 
diving.

W: Me too. By the way, do you have an 
underwater camera?

M: No, I don’t. But I think the souvenir 
shop over there sells disposable 
underwater cameras.

W: Do you think so? I’d like to take some 
pictures of this beautiful sea and the 
fish.

M: I’ll go to the fitting room and change 
into my swimwear now. While I’m 
changing, can you go to the shop and 
get a camera?

W: No problem.

w: 와!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바닥까지 다 볼 수 있어.

M: 맞아.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걸.

w: 저것 봐. 물고기 떼와 수많은 산호야. 정말 

환상적이다.

M: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돼서 너무 신이 나.

w: 나도 그래. 그런데 너 수중 카메라 있니?

M: 아니, 없어. 하지만 저쪽의 기념품 가게에서 일회용 

수중 카메라를 팔 것 같은데.

w: 그렇게 생각해? 이 아름다운 바다와 물고기들을 사진 

찍고 싶어.

M: 나 지금 탈의실에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거야. 

내가 갈아입는 동안 가게에 가서 카메라 하나 살래?

w: 알겠어.

bottom 바닥   a school of fish 물고기 떼   coral 산호   

underwater 수중의   souvenir 기념품   disposable 
일회용의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fitting room 
탈의실   change into ~로 갈아입다   swimwear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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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n art museum
②	a library
③	a ballpark
④	a music room
⑤	a dancing hall

① 미술관

② 도서관

③ 야구장

④ 음악실

⑤ 무도장

M: What’s this?

W: I don’t know. Let me see. It just looks 
like a ball.

M: A ball? But it is made of metal.

W: You’re right. It is hard to figure ou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ne?

M: Two women are dancing. It looks like 
they are doing ballet. Don’t you think 
so?

W: Yeah. Bu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here, it is called Melody.

M: Melody? That sounds strange.

W: It’s really hard to understand modern 
sculptures.

M: I agree with you. Why don’t we go to 
the next hall? It has an exhibition of 
modern paintings. There might be 
something that we can take in.

W: I hope so.

M: 이게 뭐니?

w: 몰라. 어디 보자. 공처럼 생겼는데.

M: 공? 하지만 이건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걸.

w: 맞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M: 두 여자가 춤추고 있네. 발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w: 응. 그런데 여기 설명에 따르면, 그건 <멜로디>라고 

해.

M: <멜로디>? 이상하다.

w: 현대 조각품을 이해하기란 정말 힘들어.

M: 동감이야. 다음 전시실로 가 볼래? 현대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w: 그러기를 바란다.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metal 금속   figure out 
이해하다, 알아내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modern 
현대의   sculpture 조각품   exhibition 전시   take in 
이해하다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점심에 먹을 메뉴를 

고르시오.

①	a crabmeat sandwich
②	sushi and udon
③	maeuntang
④	spicy noodles
⑤	raw fish

① 게살 샌드위치

② 초밥과 우동

③ 매운탕

④ 매운 국수

⑤ 회

W: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lunch?

M: i’m starving. Why don’t we just grab a 
sandwich?

W: But I had a crabmeat sandwich 
yesterday. Can’t we get something that 
can really stimulate my appetite? I want 
something spicy.

M: Then how about going to the Japanese 
restaurant? You can have some 
maeuntang.

W: Maeuntang? That sounds great. What 
are you going to have?

M: I’ll have the sushi lunch set. The 
restaurant serves sushi and udon for its 
lunch set. It’s much cheaper than the 
regular price.

W: That sounds great, too. Are there any 
other set menus for lunch?

M: I’m sorry. I don’t know. Why don’t we 
go there and find out?

W: Okay.

w: 점심에 뭘 먹을래?

M: 배고파 죽겠어.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는 게 어때?

w: 하지만 난 어제 게살 샌드위치를 먹었는걸. 내 식욕을 

정말로 자극할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없을까? 매운 것이 

먹고 싶어.

M: 그러면 일식집에 가는 건 어때? 넌 매운탕 먹을 수 

있잖아.

w: 매운탕? 좋아. 넌 뭘 먹을 거니?

M: 초밥 점심 세트를 먹을 거야. 그 식당은 초밥과 우동을 

점심 세트로 제공하거든.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해.

w: 그것도 맛있겠는걸. 다른 점심 세트 메뉴도 있니?

M: 미안해. 모르겠어. 거기 가서 알아보는 게 어때?

w: 좋아.

grab 재빨리 먹다   crabmeat 게살   stimulate 자극하다   

appetite 식욕   spicy 매운, 양념 맛이 강한   sushi 초밥   

regular price 정상 가격   find out 알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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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4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다음을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name of the workplace
②	the company’s website
③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④	the exact location of the 

company
⑤	the name of the contact 

person

① 직장의 이름

② 회사의 웹사이트

③ 지원 마감일

④ 회사의 정확한 위치

⑤ 연락할 사람의 이름

M: Hot Weight Loss is looking for 
motivated and career-seeking people to 
work at our various locations in Seoul. 
Our employees enjoy the satisfaction of 
making a difference in others’ lives. If 
you are searching for excitement, fun, 
and opportunities to advance, then 
send us your résumé today. We care 
about your success and provide full 
training before you start. Join the 
weight loss industry’s leading company. 
You can download a job application 
form from our homepage at www.
HotWL.com.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is 6:00 p.m. on October 7, 
2010.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James Han, who is in 
charge of recruitment. Apply today!

M: Hot Weight Loss는 서울의 다양한 곳에서 일할, 

의욕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즐깁니다. 흥분과 재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면 오늘 저희에게 이력서를 

보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며, 

시작하기 전에 모든 훈련을 제공합니다. 체중 감소 

산업의 선두 회사와 함께하십시오. 입사 지원서는 

저희 홈페이지 www.HotWL.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마감 기한은 2010년 10월 7일 

오후 6시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채용 

담당자인 James Han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늘 

지원하십시오!

motivated 의욕을 가진   career-seeking 직업을 찾는   

various 다양한   location 장소   employee 직원, 고용인   

satisfaction 만족   make a difference 변화를 가져오다   

search for ~을 찾다   résumé 이력서   care about ~에 

관심을 가지다   job application form 입사 지원서   

application 지원   contact 연락하다   in charge of ~을 

담당하는   recruitment 채용   apply 지원하다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①	The awards will be given to 
only one student.

②	Applicants must have done at 
least 15 hours of volunteer 
work.

③	Students are not allowed to 
nominate themselves.

④	Applications must be 
completed on the school’s 
website.

⑤	The deadline is one month 
left.

다음 중 공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상은 단 한 명의 학생에게만 수여될 것이다.

② 신청자들은 적어도 15시간의 자원봉사를 했을 

것이다.

③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없다.

④ 신청서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⑤ 마감일은 한 달 남았다.

W: Attention, all students. Our school 
annually presents awards to the 
students who best serve our school and 
community. If you are one of those 
students who has completed more than 
50 hours of volunteer work this year, 
then you are eligible for these awards. 
You can nominate yourself or your 
friends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via 
the school’s homepage. You will be 
asked to describe the list of volunteer 
work that you’ve done in your 
application. The deadline of the 
submission is October 15, which is one 
month prior to the awards ceremony. 
Be sure to apply for the awards if you 
are eligible.

w: 학생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일 년에 한 

번씩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가장 잘 봉사한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5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마친 학생들 중 하나라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나 친구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여러분이 행한 자원봉사 목록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출 마감일은 

시상식 한 달 전인 10월 15일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상을 신청하세요.

annually 일 년에 한 번   award 상   complete 완료하다, 

(서식을) 작성하다   be eligible for ~에 대한 자격이 있다   

nominate (후보로) 지명하다, 추천하다   submit 제출하다   

application 신청(서)   via ~을 통하여   describe 
설명하다   submission 제출   prior to ~에 앞서   awards 
ceremony 시상식   be sure to (명령문으로) 반드시 ~해라   

apply for ~을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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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taking an 
online course that the man 
recommended.

②	The woman wants an 
immediate response to her 
question.

③	The woman will probably 
join an online study club.

④	The man does not 
understand the problems the 
woman has.

⑤	The man benefited from the 
study group.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남자가 추천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② 여자는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대답을 원한다.

③ 여자는 아마도 온라인 스터디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④ 남자는 여자가 가진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⑤ 남자는 스터디 그룹에서 득을 보았다.

M: Julie, how’s the online course that I 
recommended?

W: It’s going okay. It is actually quite 
convenient since I can learn something 
anytime I want.

M: That’s the beauty of taking online 
courses.

W: Yeah, right. But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I mean that if there are 
things I don’t understand, I can’t ask the 
teacher right away. I have to post my 
question, but it’s impossible to get an 
immediate response.

M: i know what you mean. And do you also 
have a hard time because there’s no one 
to motivate you to study?

W: That’s right. You know the difficulties 
since you’ve taken online courses before. 
How did you solve these problems?

M: I joined an online study club and got help 
from some of the others who were taking 
the same course.

W: That’s a good idea. I will have to try that.

M: Julie, 내가 추천한 온라인 강의 어때?

w: 잘 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로 아주 편리해.

M: 그게 온라인 수강의 장점이지.

w: 응, 맞아. 하지만 단점도 좀 있어. 내 말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바로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질문을 게시해야만 하는데, 즉각적인 

대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M: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네가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

w: 맞아. 너는 전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 어려운 

점들을 알고 있구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어?

M: 온라인 스터디 클럽에 가입해서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

w: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 봐야겠어.

recommend 추천하다   convenient 편리한   beauty 
장점   disadvantage 단점   post 게시하다   

impossible 불가능한   immediate 즉각적인   

response 대답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solve 
해결하다   benefit 혜택을 받다, 득을 보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y are on their way to 
Queen Street.

②	They are moving to a new 
place.

③	They are arguing about what 
to throw away.

④	They are cleaning because a 
guest is coming to their 
house.

⑤	They are going to subscribe a 
newspaper.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그들은 퀸가에 가는 중이다.

②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있다.

③ 그들은 무엇을 버릴지에 대해 다투고 있다.

④ 그들은 손님이 집에 오고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다.

⑤ 그들은 신문을 정기 구독할 것이다.

W: Wow, I don’t think that the packing 
process is ever going to be finished.

M: I know. We have so many things in our 
house. We should really consider getting 
rid of some stuff before moving in to our 
new place.

W: You’re right. But if you find some things 
that need to be thrown away, check with 
me first. Why don’t we set all the heavy 
furniture aside and wait for John to come 
and help us move it?

M: When is he going to arrive?

W: He will be here in no time. He just told me 
that he is on Queen Street now.

M: Okay. By the way, did you pack up all the 
china? You know that we should be very 
careful with it.

W: Not yet. Let’s pack up the china before he 
comes then.

M: Okay. I will go get some newspapers to 
cover everything with.

w: 와, 짐 싸는 일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M: 응. 우리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몇 가지는 없애 버리는 걸 정말 

고려해 보는 게 좋겠어.

w: 맞아. 하지만 버릴 필요가 있는 것들을 찾는다면 

먼저 나랑 점검해 줘. 우리 무거운 가구는 모두 

한옆으로 치우고 John이 와서 옮기는 걸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게 어때?

M: 그가 언제 도착하는데?

w: 곧 올 거야. 그가 방금 현재 퀸가에 있다고 말했어.

M: 알았어. 그나저나 자기 그릇은 다 쌌어? 그건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 알잖아.

w: 아직 안 했어. 그럼 그가 오기 전에 자기 그릇을 

싸자.

M: 좋아. 내가 가서 전부를 쌀 수 있는 신문지를 

가져올게.

packing 짐 꾸리기   process 과정   consider 
고려하다   get rid of ~을 없애다   throw away ~을 

버리다   set ~ aside ~을 한옆으로 치우다   furniture 
가구   in no time 곧   pack up (짐을) 싸다, 챙기다   

china 자기 (그릇)   subscribe 정기 구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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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don’t like reading books. So 
the answer is no.

②	It is strange that you want to 
read that book.

③	I am sorry, but there is no 
copy machine in here.

④	There is a lot of useful 
information in the book. You 
should read it.

⑤	Sure. All you have to do is 
write your name and address 
on this form.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노우입니다.

② 그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게 이상하네요.

③ 죄송하지만 이곳에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④ 이 책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세요.

⑤ 네. 이름과 주소를 이 양식에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M: Hi. How can I help you?

W: i am looking for a book. I am not sure 
if you have it in stock. The title is In 
Search of Lost Time.

M: Are you referring to the work by the 
French writer Marcel Proust?

W: Yeah, that’s the one. It seems that you 
must know a lot of books since the 
book that I just mentioned isn’t very 
popular.

M: Actually, I read it just a couple of days 
ago. Hold on a minute. it is right over 
here. Here you go.

W: Thank you. And there’s one more book 
that I am looking for. I want to get The 
Secret by Steve Kim.

M: Okay. let me check. (After a while) 
Sorry, but we don’t have any copies of 
that in stock right now.

W: Is it possible to order a copy of it for 
me?

M: 안녕하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

w: 책을 한 권 찾고 있어요. 이곳에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이에요.

M: 프랑스 작가 Marcel Proust가 쓴 작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w: 네, 그거예요. 많은 책을 알고 계시나 봐요.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책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거든요.

M: 사실 며칠 전에 그것을 읽었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w: 고맙습니다. 그리고 찾고 있는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Steve Kim의 <비밀>을 사고 싶어요.

M: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잠시 후)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책의 재고가 없네요.

w: 한 부 주문할 수 있을까요?

in stock 재고로   refer to ~을 언급하다   mention 
언급하다   copy (책 등의) 부   order 주문하다   copy 
machine 복사기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Trust me. I can do it all by 
myself.

②	I think it is for the best. Keep 
your chin up.

③	I’ve done everything I could. 
Let’s wait and see.

④	Please give me some more 
time to finish the report.

⑤	Don’t you think it is too 
difficult for me to handle by 
myself?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믿어 주십시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②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③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④ 보고서를 끝낼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⑤ 제가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M: Jay has been working on an important 
report for three months. The report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his team and 
company, so he spent a huge amount 
of time and effort doing it. However, due 
to some unexpected difficulties and 
complications with the work, he needs 
some more time before he can finish 
the report. His boss, however, wants 
him to finish the report as soon as 
possible and is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him. Jay wants the report to be done 
perfectly, so he wants to ask his boss 
for more time to finish i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ay say to his 
boss?

M: Jay는 3개월 동안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그의 팀과 회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그는 그것을 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그 일에 생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복잡함 때문에, 그는 보고서를 끝낼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그가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를 끝내기를 원하며 그에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Jay는 보고서를 완벽하게 

끝내기를 원해서 상사에게 그것을 끝낼 시간을 더 많이 

요청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Jay가 상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task 과업, 과제   a huge amount of 아주 많은   effort 
노력   unexpected 예상치 못한   difficulty 어려움   

complication 복잡함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put pressure on ~에게 압박을 가하다   keep 
one’s chin up (난국에 맞서서) 용기를 잃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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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reason why the 
man hates the rain

②	taking an umbrella in 
case it rains

③	whether or not to take 
his bike to school

④	buying a new bicycle
⑤	how to prevent a 

bicycle theft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남자가 비를 싫어하는 이유

②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 

가져가기

③ 학교에 자전거를 가져갈지 말지

④ 새 자전거 사기

⑤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는 법

M: Mom,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W: It doesn’t seem like it’s going to rain, but the 
weather forecast says that there is a slight 
chance of rain in the afternoon. Why don’t you 
bring your umbrella?

M: I can do that, but I don’t know whether I should 
ride my bike to school or not.

W: if i were you, i would walk.

M: But walking takes more time than riding my bike. 
And I have some things to carry with me today.

W: Then why don’t you ride your bike to school and 
leave it there if it rains in the afternoon?

M: Yeah, I’ve thought about that option, but the 
thing is that I don’t want to leave my bike at 
school. There is always the chance that it could 
get damaged or that someone might steal it.

M: 엄마,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w: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 우산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니?

M: 그럴 수는 있지만,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w: 내가 너라면 걸어갈 거야.

M: 하지만 걷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게다가 오늘은 가지고 갈 것도 있고요.

w: 그러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후에 비가 

오면 거기에 두고 오는 게 어때?

M: 네, 그렇게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문제는 

학교에 자전거를 놔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손상되거나 누군가가 훔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slight 약간의   

chance 가능성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것   get 
damaged 손상되다   steal 훔치다   in case ~할 

경우를 대비해서   theft 절도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Animals can never learn by observation.
②	Humans learn faster than other animals.
③	Humans learn by observation better than other animals.
④	Humans sometimes have to learn from other animals.
⑤	Humans learn only through instruction.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동물들은 관찰에 의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다.

②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배운다.

③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관찰에 의해 잘 배운다.

④ 인간은 때로 다른 동물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⑤ 인간은 가르침을 통해서만 배운다.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Humans are superior to other animals.
②	Humans learn a lot by observation.
③	Many examples of learning by watching can be found.
④	Instruction is not necessary for humans.
⑤	Instruction boosts the speed of one’s learning process.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

② 인간은 관찰에 의해 많이 배운다.

③ 관찰에 의한 학습의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④ 인간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

⑤ 가르침은 학습 과정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W: Do you know the very characteristic that makes 
human beings superior to all other animals? Among 
all animals, the ability to observe benefits humans a 
lot. As we all know, humans learn by doing various 
activities. But we also observe before we do things. 
For example, we watch others and learn before we 
speak a language, before we first use chopsticks, 
and so on. Let’s take learning to use a hammer as 
an example. even without being given any 
instructions, humans can learn how to use a 
hammer just by watching another person use one. 
Receiving instruction only speeds up the person’s 
rate of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his or her 
skills.

w: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그 특징을 알고 있는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관찰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한 관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언어를 말하기 전, 젓가락을 처음 사용하기 

전 등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운다. 망치 사용법을 배우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인간은 다른 사람이 망치를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망치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진행 속도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일 뿐이다.

characteristic 특징   superior to ~보다 우월한   ability 능력   observe 관찰하다   

benefit 혜택을 주다   chopsticks 젓가락   take ~ as an example ~을 예로 들다   

hammer 망치   instruction 설명, 가르침   speed up 속도를 높이다   rate 속도 
progress 진행   development 발전   skill 기술   observation 관찰   necessary 
필요한   boost 신장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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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한 선물을 

고르시오.

M: I’d like to buy some roses.

W: What is the occasion?

M: Today is my girlfriend’s birthday. I’d like 
to give her these roses with a gift.

W: I see. What color and how many roses 
do you want to buy? We currently have 
yellow and red ones.

M: Hmm... Red ones will be better. I don’t 
know how many I should buy though.

W: If you want to make this a casual gift, 
give her one or three roses.

M: Won’t that be too few?

W: Then why don’t you give her a bouquet 
of roses? A flower basket would be 
great, too.

M: Good thinking. I’ll take a bouquet.

W: Okay. I’ll make the most beautiful 
bouquet in the world for her.

M: 장미를 좀 사고 싶습니다.

w: 무슨 날이신가요?

M: 오늘이 제 여자 친구 생일이거든요. 선물과 함께 이 

장미들을 주고 싶어서요.

w: 네. 어떤 색으로 몇 송이의 장미를 사고 싶으세요? 

현재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M: 음… 빨간색이 더 좋겠네요. 그런데 몇 송이를 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w: 가벼운 선물로 하시려면 한 송이나 세 송이를 주세요.

M: 그건 너무 적지 않을까요?

w: 그러면 장미 꽃다발을 주는 건 어떠세요? 꽃바구니도 

좋고요.

M: 좋은 생각입니다. 꽃다발로 하겠습니다.

w: 네. 여자 친구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occasion (특정한) 때, 경우   gift 선물   currently 현재   

casual 평상시의, 가벼운   bouquet 부케, 꽃다발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nnoyed
②	scared
③	thankful
④	hopeful
⑤	ashamed

① 짜증 나는

② 무서워하는

③ 고마워하는

④ 희망에 찬

⑤ 창피한

W: sir, do you have some time? I’d like to 
talk to you for a while.

M: What is it about?

W: I’d like to request a day off.

M: May i ask you why? Is there any 
special reason you want to take a day 
off?

W: This coming Saturday is my son’s first 
birthday. I’d like to be ready for it.

M: I fully understand your situation. But, 
recently, you often left the office during 
working hours.

W: The reason was that I wasn’t feeling 
well.

M: I know. However, this is a workplace. It 
is hard to accept all of your personal 
excuses.

W: But, sir... I really want to take this Friday 
off.

M: I’m afraid I can’t accept your request 
this time.

w: 사장님, 시간 좀 있으세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M: 무엇 때문인가요?

w: 하루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M: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하루 휴가를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w: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제 아들 첫돌이라서요. 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M: 당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당신은 근무 시간 중에 사무실을 나가는 경우가 

잦았어요.

w: 그건 몸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M: 압니다. 하지만 이곳은 직장이에요. 당신의 개인 

사정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w: 그렇지만 사장님… 이번 금요일은 정말로 쉬었으면 

합니다.

M: 이번에는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request 요청하다; 요청   a day off 
하루 휴가   situation 상황   during working hours 근무 

시간 중에   workplace 직장   accept 받아들이다   

personal excuse 개인 사정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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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a dictionary
②	a map
③	a picture
④	a globe
⑤	a compass

① 사전

② 지도

③ 사진

④ 지구본

⑤ 나침반

W: This is a drawing of a particular area, 
such as a city, country, or continent. It 
shows a place’s main features just as 
they would appear if you looked at 
them from a satellite. This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when you visit a 
new place. It is especially helpful when 
you are lost because it gives you the 
exact direction that you have to go. It 
has several colors that represent 
different things. Green stands for the 
lowlands, brown shows the highlands, 
and blue represents water such as 
rivers, lakes, and oceans. It also uses 
symbols to show important buildings 
and roads.

w: 이것은 도시, 나라, 혹은 대륙과 같은 특정 지역의 

그림이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본다면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어떤 장소의 주요 특색을 보여 준다. 이것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갈 때 아주 중요하고 유용하다. 

이것은 특히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된다.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 녹색은 

저지대를 나타내고, 갈색은 고지대를 보여 주고, 

파란색은 강・호수・바다 등의 물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기호를 사용하여 중요한 건물들과 길을 

보여 준다.

particular 특정한   such as ~와 같은   continent 대륙   

main feature 주요 특색   appear 나타나다   satellite 
인공위성   be lost 길을 잃다   exact 정확한   direction 
방향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stand for ~을 

나타내다, 의미하다   lowland 저지대   highland 고지대, 

산악지대   symbol 상징, 기호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①	$48
②	$50
③	$53
④	$56
⑤	$61

① 48달러

② 50달러

③ 53달러

④ 56달러

⑤ 61달러

W: excuse me.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receipt. According to 
this, the total amount is $56, but I think 
that is not what I have to pay.

M: Let me see. You bought 4 apples. They 
are $1.50 each. You purchased 5 pears. 
They are $20 in total. And the box of 
grapes is $30.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W: However, the sign says that if you buy 2 
apples, you get 2 for free.

M: Ah, I’m sorry. i made a mistake. The 
total payment is supposed to be $53, 
not $56.

W: Thank you. By the way, can I use this $5 
coupon?

M: Sure. If you buy more than $50 worth of 
fruit, you can use it.

W: Could you give me a new receipt?

M: Of course. Here you are.

w: 실례합니다. 제 영수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총액이 56달러인데, 그건 제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M: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 4개를 사셨군요. 각각 

1.5달러고요. 배 5개를 구입하셨네요. 그건 통틀어 

20달러입니다. 그리고 포도 상자는 30달러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w: 하지만 표지판에 사과 2개를 사면 2개는 공짜라고 

되어 있는데요.

M: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총액은 56달러가 

아니라 53달러가 되겠습니다.

w: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5달러짜리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M: 네. 50달러어치 이상의 과일을 산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 새 영수증을 주시겠어요?

M: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receipt 영수증   according to ~에 따르면   total 
amount 총액   purchase 구입하다   in total 통틀어   for 
free 무료로   payment 지불(금)

ACtuAL test 05 Answer & Script    37

당나귀Listening_Level 3_정답해설.indd   37 2011-03-18   오후 7:13:01



test 05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advertise some online 
workbooks

②	to ask the students to study 
harder at home

③	to ask the students to do well 
on their homework

④	to ask the students to take a 
test online

⑤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do an online study program

① 온라인 연습 문제집을 광고하기 위해

② 학생들에게 집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③ 학생들에게 숙제를 잘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④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라고 

당부하기 위해

⑤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M: We have some happy news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We have finally 
developed a series of online workbooks 
that will be available to students 
starting this month. Students can 
preview and be ready for the words that 
they will learn and the conversation 
tests that they will take at the institute. 
You can listen to the correct 
pronunciation, repeat after the audio, 
and even record your voice. Online 
writing, reading, and listening 
assignments will be given once a week. 
Students have to finish them over the 
weekend, and then the teacher will 
check them the following day. So 
students can not only study offline but 
can also learn online. This program will 
be very helpful at increasing students’ 
english abilities. We hope you make 
good use of this.

M: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이번 달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온라인 연습 문제집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배우게 될 단어와 치르게 될 회화 

시험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 

듣기, 오디오 따라 하기, 심지어 목소리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쓰기·읽기·듣기 과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말에 그 

과제들을 끝내야 하며,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날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오프라인 공부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evelop 개발하다   workbook 연습 문제집   available 
to ~가 이용할 수 있는   preview 미리 보다   institute 
학원, 기관   pronunciation 발음   assignment 과제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not only ~ but also... ~뿐만 

아니라 …도   increase 증가시키다   ability 능력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한 것을 

고르시오.

①	help him pack
②	plan his schedule
③	buy a blue crayon
④	go to Busan together
⑤	come to his farewell party

① 그가 짐 싸는 것 도와주기

② 그의 일정 계획해 주기

③ 파란색 크레용 사기

④ 부산에 같이 가기

⑤ 그의 송별 파티에 오기

W: What’s the matter? Why do you look so 
blue?

M: Actually, my dad has been transferred 
to Busan. So I’m here to say goodbye 
to you.

W: What? When are you leaving?

M: This weekend. I’ve already finished 
packing and everything.

W: Oh, no! I can’t believe it. You are my 
best friend.

M: That’s why I’m so sad. Can I ask you for 
a favor before I leave?

W: What is it? Tell me anything. I can do 
anything that you ask me to do. After 
all, what are friends for?

M: I’m planning to have a farewell party 
this Friday. Can you come?

W: Of course. If I don’t come, who will 
attend the party? don’t worry about it.

M: Thank you for accepting my invitation.

w: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M: 실은 아빠가 부산으로 전근 가게 되셨어. 그래서 네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

w: 뭐라고? 언제 떠나는데?

M: 이번 주말에. 이미 짐 싸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끝났어.

w: 오, 안 돼! 믿을 수 없어.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M: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픈 거야. 떠나기 전에 네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w: 뭔데? 뭐든지 얘기해. 네가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어. 어쨌든 친구 좋다는 게 뭐니?

M: 이번 금요일에 송별 파티를 할 계획이야. 올 수 있니?

w: 물론이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그 파티에 가겠니? 

걱정하지 마.

M: 내 초대를 받아 줘서 고마워.

blue 우울한   be transferred to ~로 전근되다   packing 
짐 싸기   after all 결국, 어쨌든   farewell party 송별회   

attend 참석하다   invitation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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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restaurant
②	a supermarket
③	a recording studio
④	a record shop
⑤	a gym

① 식당

② 슈퍼마켓

③ 녹음실

④ 레코드 가게

⑤ 체육관

M: Here is some kimbap for you.

W: Thank you. I was starting to get hungry. 
It looks really tasty.

M: It’s my pleasure. Take a break for a 
while, and then we can start working 
again.

W: My voice keeps on cracking. What 
should i do?

M: Why don’t you eat a raw egg? I heard 
that eating raw eggs will improve your 
voice.

W: How can I eat that? I hate the smell of 
eggs, especially raw ones.

M: But you have no choice now. You have 
to finish recording this album.

W: You’re right. I guess I should try that.

M: Are you ready? Shall we restart 
recording?

W: Okay. Let’s keep going.

M: 여기 너를 위한 김밥이야.

w: 고마워. 배고프기 시작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인다.

M: 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w: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 어떻게 해야 하지?

M: 날계란을 먹어 보는 게 어때? 날계란을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들었어.

w: 그걸 어떻게 먹어? 나는 계란 냄새가 싫어. 특히 

날계란은.

M: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이 앨범 녹음을 

끝내야 하잖아.

w: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 봐야겠다.

M: 준비됐니? 다시 녹음 시작해도 될까?

w: 좋아. 계속하자.

tasty 맛있는   take a break 쉬다   keep on -ing 계속 

~하다   crack 갈라지다, 금이 가다   raw egg 날계란   

improve 개선하다   smell 냄새   choice 선택   record 
녹음하다   restart 다시 시작하다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한 충고를 

고르시오.

①	think deeply
②	not decide now
③	not take it seriously
④	take her advice
⑤	consult with his parents or 

teacher

① 깊게 생각하기

② 지금 결정하지 말기

③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기

④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⑤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의하기

W: Hey, Tim, what are you thinking about?

M: I’m thinking about my future.

W: Your future?

M: Yeah. There are so many things I’d like 
to do when I grow up.

W: Such as what?

M: I’d like to be a photographer, singer, 
dancer, and soccer player.

W: Wow! i envy you. I haven’t even 
thought about my future. What would 
you like to be the most?

M: That’s what I’m thinking about now. It’s 
very hard for me to decide.

W: Why don’t you talk about it with your 
parents or a teacher? They should be 
able to give you some advice.

M: I think I’m going to have to do that. 
Thank you for your advice.

w: 이봐, Tim,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M: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w: 너의 미래?

M: 응. 나는 커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

w: 어떤 것들?

M: 사진사, 가수, 무용가, 그리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w: 와! 부럽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니?

M: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결정하기가 

아주 힘드네.

w: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얘기 나눠 보는 건 어때? 

그분들은 네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M: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충고 고마워.

future 미래   grow up 성장하다   such as ~와 같은   

photographer 사진사   envy 부러워하다   decide 
결정하다   advice 충고   take it seriously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consult 상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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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대화를 듣고, 여자의 증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eakness in her arms and 
legs

②	a headache
③	a mild fever
④	a runny nose
⑤	fatigue

① 팔과 다리에 힘이 없음

② 두통

③ 미열

④ 콧물

⑤ 피로

M: What’s the problem?

W: I have a slight fever. I checked my 
temperature, and it was 38 degrees.

M: That isn’t very high.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s?

W: I have a runny nose, too. It started this 
morning, so I took some pills, but they 
didn’t work.

M: I see. What else?

W: Well... My arms and legs feel weak. It’s hard 
for me to lift even light things, and it’s also 
hard for me to walk.

M: Okay. I think you have a cold and are 
suffering from fatigue as well. i’ll give you 
a prescription for some medicine. Please 
take these pills and then get a lot of rest.

W: Thank you.

M: If you don’t feel better a couple of days 
after taking this medicine, please come 
back again.

W: All right. I will.

M: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w: 미열이 있습니다. 체온을 쟀는데 38도였어요.

M: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까?

w: 콧물도 납니다. 오늘 아침부터 흐르기에 약을 

먹었는데, 듣지를 않네요.

M: 그렇군요. 그 밖에는요?

w: 음…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요. 가벼운 물건조차 

들기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듭니다.

M: 네. 감기에 걸린데다 피로에 시달리시는 것 

같군요. 몇 가지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w: 감사합니다.

M: 이 약을 드시고도 며칠 내로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십시오.

w: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slight fever 미열   temperature 체온, 온도   

degree 도, 정도   symptom 증상   runny nose 
콧물   pill 알약   work 효과가 있다   feel weak 힘이 

없다   lift 들다   suffer from ~에 시달리다   fatigue 
피로   prescription 처방전   medicine 약   get a 
lot of rest 푹 쉬다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as surprised by 
the news.

②	Yesterday was the man’s 
birthday.

③	The man’s girlfriend was 
angry and yelled at him.

④	The man will tell his 
girlfriend the truth.

⑤	The man’s girlfriend forgave 
him.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뉴스에 놀랐다.

② 어제는 남자의 생일이었다.

③ 남자의 여자 친구는 화가 났고 그에게 

소리쳤다.

④ 남자는 여자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 것이다.

⑤ 남자의 여자 친구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W: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in the 
newspaper?

M: Not really. It just has the same old stories. 
Oh, my gosh!

W: What is it?

M: Today is July 16. Yesterday was my 
girlfriend’s birthday, but i totally forgot 
about it.

W: Do you mean your girlfriend who is 
studying in the U.S.?

M: Right. Though we couldn’t spend the day 
together, I was supposed to call her to let 
her know that I remembered her birthday, 
but...

W: You didn’t do anything for her yesterday?

M: I didn’t even call her because I was too 
busy writing my report. She must be 
heartbroken. What should I do?

W: If I were you, I would lie to her and say that 
I was very sick.

M: That’s not a good excuse for not calling her. 
I think I will tell her the truth and tell her that 
I am really sorry.

w: 신문에 무슨 재미난 거라도 있니?

M: 아니. 그냥 늘 하는 똑같은 얘기들이야. 오, 

이런!

w: 뭐야?

M: 오늘이 7월 16일이네. 어제가 내 여자 친구 

생일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w: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자 친구 말이니?

M: 응. 우리가 함께 하루를 보낼 수는 없지만, 

전화라도 해서 내가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 줬어야 했는데…

w: 어제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M: 전화도 안 했어. 보고서 쓰느라 너무 바빴거든. 

틀림없이 마음이 상했을 거야. 어떻게 하지?

w: 내가 너라면 거짓말로 많이 아팠다고 말할 거야.

M: 그건 전화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좋은 변명이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the same old story 늘 하는 똑같은 이야기   totally 
완전히   be supposed to ~해야 한다, ~하기로 

되어 있다   heartbroken 상심한   excuse 핑계, 

변명, 구실   truth 사실   yell 소리치다   forgive 
용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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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asked the woman 
about the arrival time.

②	The man missed the 
announcement by the 
captain.

③	The man has thirty minutes 
before he must transfer to the 
next flight.

④	The man will change the 
schedule of his next flight.

⑤	The crew will help the man 
make it to his connecting 
flight.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남자는 여자에게 도착 시간에 대해 물었다.

② 남자는 기장의 공지를 듣지 못했다.

③ 남자는 다음 비행기로 갈아타야 하기 전에 

30분이 있다.

④ 남자는 다음 비행기의 스케줄을 변경할 것이다.

⑤ 승무원이 남자가 연결편 비행기를 타도록 

도와줄 것이다.

M: excuse me. I’d like to know the exact 
time when we are going to land at New 
York International Airport.

W: Oh, you must have missed the 
announcement by the captain a few 
hours ago. Our landing time has been 
delayed a little due to the bad weather 
conditions. He said that we are going to 
get to the airport by about 2:45.

M: Really? That’s a delay of more than 30 
minutes. I don’t know what to do.

W: Why? Is there something wrong?

M: I’m very concerned about my next flight. 
it’s supposed to leave at 3:15. What 
should I do? if i miss it, i will be in big 
trouble.

W: I think you don’t need to worry, sir. One 
of us can help you go through the 
landing and departing procedure within 
thirty minutes.

M: 실례합니다. 뉴욕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각을 알고 싶습니다.

w: 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기장님의 공지를 못 

들으셨나 보군요. 우리의 도착 시각은 악천후로 

인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기장님은 2시 45분 

정도까지 공항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M: 정말이요? 그건 30분 이상 지연되는 거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w: 왜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M: 다음 비행편이 몹시 걱정됩니다. 3시 15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걸 

놓치면 큰일인데요.

w: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 저희들 중 

한 명이 손님께서 30분 내로 도착 및 출발 절차를 

통과하시도록 도와 드릴 수 있으니까요.

land 도착하다   miss 놓치다   announcement 공지   

captain 기장   landing 도착   be delayed 지연되다   

due to ~ 때문에   delay 지연   concerned 걱정하는   

flight 비행, 항공편   be in big trouble 큰 곤경에 처하다   

go through ~을 통과하다   departing 출발   

procedure 절차   transfer to ~로 갈아타다   make it 
to ~에 도착하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prefers subways 
to buses.

②	The man works for the bus 
company.

③	The woman will probably 
walk to the bus stop.

④	The man will follow the 
woman.

⑤	The man is not happy about 
the subway construction.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한다.

② 남자는 버스 회사에서 일한다.

③ 여자는 아마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갈 것이다.

④ 남자는 여자를 따라갈 것이다.

⑤ 남자는 지하철 공사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

M: Nice weather, isn’t it?

W: Yes. Right. Do you ride the bus here 
often?

M: Yes. Almost every day. It seems like 
you’ve been waiting for your bus for a 
long time. Which bus are you waiting for?

W: I’m waiting for the number 347 bus. This 
is the correct bus stop, right?

M: No, it’s not. The stop for that bus is two 
blocks away from here.

W: Oh, really? I went on the Internet to look 
up where I could catch that bus, and it 
said that this is the right bus stop.

M: It used to be. But the bus stop was 
moved just a while ago. I guess that’s 
why the website hasn’t updated the 
information yet.

W: I see. Do you know why it was moved?

M: I think it moved because of the subway 
construction that started two weeks ago.

W: I see. Thank you. If the stop is two 
blocks away, it’s not far from here, right?

M: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w: 네. 그렇네요. 여기서 자주 버스 타세요?

M: 네. 거의 매일이요. 버스를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버스 기다리세요?

w: 347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맞는 

정류장이죠, 그렇죠?

M: 아니에요. 그 버스 정류장은 여기서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w: 오, 정말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버스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여기가 맞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했는데.

M: 전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버스 

정류장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아직 업데이트하지 못한 것 같네요.

w: 그렇군요. 왜 이전됐는지 아세요?

M: 2주 전에 시작한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동한 것 

같습니다.

w: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정류장이 두 블록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멀지는 않겠죠, 그렇죠?

bus stop 버스 정류장   look up 찾아보다   used to 
예전에는 ~했다   be moved 이전되다   update 
업데이트하다   construction 건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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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knew you were going to like 
it.

②	Sure. I will buy some 
chopsticks on the way home.

③	Then let me show you how to 
use them.

④	Why don’t you try some of 
this? I bet you will like it.

⑤	I thought you hate Korean 
food.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네가 그것을 좋아할 줄 알았어.

② 물론이지. 집에 가는 길에 젓가락을 살게.

③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줄게.

④ 이것 좀 먹어 보는 게 어때? 분명 좋아할 거야.

⑤ 네가 한국 음식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

M: Wow, did you make all of these by 
yourself?

W: Well, I got a little help from my mom by 
talking on the phone with her.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before?

M: No, it’s my first time today even though 
I’ve always wanted to taste it. Once I 
read a newspaper article about Korean 
food, and it said that Korean food is 
very good for your health.

W: You are right. It is both healthy and 
tasty.

M: I bet it is. The food you’ve prepared 
looks really delicious.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dinner, Yumi. By the way, can 
you show me how to eat Korean 
food?

W: Oh, sure. Your rice and soup should go 
in front of you, and we share these main 
dishes. We usually eat with chopsticks 
and a spoon.

M: Okay, I’ll try to use them. But it is not 
easy for me to use chopsticks since this 
is my first attempt to eat with them. Can 
you help me?

M: 와, 이것들을 모두 너 혼자 만든 거야?

w: 응, 엄마랑 전화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어. 전에 한국 

음식 먹어 본 적 있니?

M: 아니, 늘 맛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처음이야. 언젠가 

한국 음식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 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나와 있더라.

w: 맞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

M: 분명 그럴 거야. 네가 준비한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멋진 저녁 고마워, Yumi. 그런데 

한국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보여 줄 수 있니?

w: 오, 물론이지. 밥과 국은 네 앞에 놓이고, 이 주 

요리들은 같이 먹는 거야. 우리는 주로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먹어.

M: 좋아, 수저를 사용하도록 해 볼게. 그런데 젓가락으로 

먹는 것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네. 도와주겠니?

by oneself 혼자   taste 맛보다   article (신문・잡지 등의) 

기사   tasty 맛있는   delicious 맛있는   share 나눠 먹다   

main dish 주 요리   chopsticks 젓가락   attempt 시도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Didn’t I tell you that I have an 
important meeting?

②	He is in an important 
meeting right now. Can you 
call back later?

③	Hold on. I will put you 
through to him right away.

④	Hurry up. You are late for an 
important meeting.

⑤	How can you be so 
inconsiderate like this?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② 그분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③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④ 서두르세요. 당신은 중요한 회의에 늦었어요.

⑤ 어떻게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할 수 있으세요?

W: Kate is a secretary working in vice 
President Pitt’s office. Her main duties 
are to arrange his schedule, to organize 
various documents, and to answer the 
phone when it rings. Today, the vice 
president has an important meeting 
with a buyer. He tells Kate that he 
shouldn’t be interrupted while he is with 
the customer because it is such a 
significant meeting. A few minutes after 
the meeting begins, Kate gets a phone 
call from Mr. Pitt’s wife. His wife asks 
Kate to get Mr. Pitt on the phone. Kate 
remembers what Mr. Pitt told her, so 
she wants to tell Mrs. Pitt to call back 
later. What would she say in this 
situation?

w: Kate는 부회장 Pitt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이다. 

그녀의 주된 의무는 그의 스케줄을 짜고, 다양한 

문서를 정리하고, 전화가 울리면 받는 것이다. 오늘 

부회장은 바이어와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는 

Kate에게 아주 중요한 회의이므로 고객과 함께 있는 

동안은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회의가 

시작된 지 몇 분 후, Kate는 Mr. Pitt의 부인에게서 온 

전화를 받는다. 그의 부인은 Kate에게 Mr. Pitt를 

바꿔 달라고 한다. Kate는 Mr. Pitt가 한 말이 

생각나서, Mrs. Pitt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secretary 비서   vice president 부회장   duty 의무   

arrange (계획을) 짜다   organize 정리하다   document 
서류, 문서   ring 울리다   be interrupted 방해받다   

customer 고객   significant 중요한   get a phone call 
전화를 받다   get ~ on the phone (전화에서) ~를 바꿔 

주다   inconsiderate 사려 깊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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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sending invitations for 
the party

②	buying beverages for 
the party

③	bringing more plates
④	cleaning up the kitchen
⑤	putting some boxes 

outside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파티 초대장 발송하기

② 파티에 쓸 음료 구입하기

③ 접시 더 가져오기

④ 부엌 청소하기

⑤ 바깥에 상자들 내놓기

M: Wow, so many people came to our party.

W: i didn’t expect this many people to come. 
Maybe we sent out too many invitations.

M: Did we? Anyway, I think we should serve the 
food and drinks now.

W: That would be nice. Oh,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problem.

M: What kind of problem? Did you not prepare the 
beverages like I asked you to?

W: I did. The thing is that we only have 20 plates, 
but there are more people than that.

M: Don’t worry. We have lots of new china in the 
boxes in the basement.

W: Great. Do you want me to go and get some?

M: No, I’ll do it. How many do we need?

W: Well... I’m not sure. Just bring a whole box of 
plates to the kitchen.

M: Okay. And tell Jenny to get ready to clean some 
plates.

M: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파티에 왔구나.

w: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우리가 초대장을 너무 많이 발송했나 봐.

M: 그랬나? 어쨌든 이제 음식과 음료를 차려 내야 할 

것 같아.

w: 그게 좋겠다. 오,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

M: 무슨 문제? 내가 부탁한 대로 음료를 준비하지 

않았어?

w: 했어. 문제는 접시가 20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다는 거야.

M: 걱정하지 마. 지하실의 상자에 새 자기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

w: 잘됐다. 내가 가서 좀 가져올까?

M: 아니, 내가 할게. 몇 개나 필요해?

w: 음… 잘 모르겠어. 그냥 접시 한 상자를 전부 

부엌으로 가져와.

M: 알겠어. 그리고 Jenny한테 접시 닦을 준비를 

하라고 말해 줘.

send out 발송하다   invitation 초대장   beverage 
음료   plate 접시   china 자기 (그릇)   basement 
지하실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animals without predators
②	some kinds of snakes
③	how snakes get their names
④	how a rattlesnake protects itself
⑤	how a rattlesnake gets older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천적이 없는 동물들

② 뱀의 몇 가지 종류

③ 뱀들이 이름을 얻는 법

④ 방울뱀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⑤ 방울뱀이 나이를 먹는 법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People often think that snakes do not have predators.
②	Snakes have some different ways to protect themselves.
③	Rattlesnakes throw their beads at attacking predators.
④	Rattlesnakes have beads on their tails.
⑤	The beads on rattlesnakes’ tails get bigger as they get older.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들은 흔히 뱀에게는 천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② 뱀은 자신을 보호하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

③ 방울뱀은 공격하는 천적들에게 방울을 던진다.

④ 방울뱀은 그들의 꼬리에 방울을 가지고 있다.

⑤ 방울뱀의 꼬리에 달린 방울은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진다.

M: No one can imagine snakes being eaten by other 
animals. But they actually do have predators, too. 
Snakes use some different ways to protect 
themselves. Let me use the rattlesnake as an 
example in today’s lecture. As its name indicates, 
the rattlesnake has small beads on its tail that grow 
as it gets older. When a rattlesnake thinks that it 
might be attacked by a nearby predator, it protects 
itself by rattling its tail. This is the way for it to 
threaten any predators.

M: 뱀이 다른 동물에게 잡아 먹히는 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실 천적이 있습니다. 뱀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방울뱀을 예로 들어 보죠. 그 이름이 

나타내듯, 방울뱀은 나이가 들수록 자라는 작은 방울들을 꼬리에 갖고 있습니다. 

방울뱀이 근처에 있는 천적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꼬리를 딸랑거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방울뱀이 모든 천적을 

위협하는 방법입니다.

imagine 상상하다   predator 약탈자, 포식자, 천적   protect 보호하다   rattlesnake 
방울뱀   indicate 나타내다   bead 구슬, 방울   tail 꼬리   be attacked 공격받다   

nearby 근처의   rattle 딸랑거리다   threaten 위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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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사려고 하는 

가전제품을 고르시오.

M: Did we buy all of the items that are on 
the list?

W: Almost. We got a refrigerator, a washing 
machine, and an air conditioner.

M: What else do we need?

W: We need to buy a vacuum cleaner and 
a Tv.

M: I see. But my uncle said he will buy us a 
Tv as a wedding gift.

W: Really? i didn’t know that.

M: You know that he works for the largest 
electronics company in the country. So 
he can purchase a Tv there at the 
employee discount rate.

W: That sounds great. Then there’s only 
one thing left for us to get.

M: That’s right.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can buy to make 
our cozy house clean.

W: You’re right.

M: 우리 목록에 있는 제품들을 전부 샀니?

w: 거의.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을 샀어.

M: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해?

w: 진공청소기와 TV를 사야 해.

M: 알겠어. 그런데 우리 삼촌이 결혼 선물로 TV를 사 

주시겠다고 했어.

w: 정말? 몰랐어.

M: 삼촌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전자 회사에서 일하시잖아. 

그래서 거기서 직원 할인가로 TV를 구입하실 수 

있거든.

w: 그거 좋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것은 한 가지만 

남았네.

M: 맞아. 우리의 아늑한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지.

w: 맞아.

refrigerator 냉장고   washing machine 세탁기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electronics company 
전자 회사   employee discount rate 직원 할인가   cozy 
아늑한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exhausted
②	glorious
③	understanding
④	jealous
⑤	regretful

① 지친

② 영광스러운

③ 이해하는

④ 시샘하는

⑤ 후회하는

W: Congratulations, Mr. Park!

M: Thank you.

W: it was a thrilling game from start to 
finish.

M: But the victory didn’t happen only 
because of me. It also happened thanks 
to the ardent support of my fans. even 
though I put up a good fight, I never 
would have won the gold medal without 
their support.

W: You are too modest. When you won, 
who was the first person that you 
thought of?

M: Honestly, it was my wife and children.

W: i understand why you would think of 
them.

M: But I would also like to thank my 
parents, my coach, and all of my fans. 
everyone is so precious to me at this 
moment.

W: I’m very glad that you won the gold 
medal. That is the fruit of your effort.

w: 축하합니다, Mr. Park!

M: 감사합니다.

w: 시종일관 스릴 있는 경기였습니다.

M: 하지만 이 승리는 비단 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싸웠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w: 너무 겸손하시군요. 이겼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셨나요?

M: 솔직히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w: 왜 그들이 생각나셨는지 이해합니다.

M: 그러나 부모님, 감독님, 그리고 모든 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w: 금메달을 따셔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thrilling 스릴 있는   thanks to ~ 덕분에   ardent 
support 열화와 같은 성원   put up a good fight 선전하다   

modest 겸손한   precious 소중한   effort 노력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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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the woman’s trip
②	the woman’s previous trip
③	the tourist attractions in 

Sydney
④	taking pictures
⑤	the Sydney Opera House

① 여자의 여행

② 여자의 이전 여행

③ 시드니의 관광 명소

④ 사진 촬영

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M: Are you ready for your trip this 
Saturday?

W: Yes. I’m very excited to be going. I 
really hope that Saturday will come 
quickly. I can’t wait.

M: I’m glad to see you look so happy.

W: Thank you. Have you ever been to 
sydney before?

M: Yes. I went there two years ago. It was 
awesome.

W: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place 
when you went there?

M: It was the Sydney Opera House. I had 
seen many pictures of it, but, when I 
saw it in person, it was even more 
beautiful. I simply can’t forget how 
amazing it was.

W: I will definitely go there and take lots of 
pictures so that I can remember it 
forever.

M: You should. Take care and enjoy your 
trip.

M: 이번 토요일에 가는 여행 준비 다 됐니?

w: 응. 가게 돼서 너무 신 나.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어. 못 기다리겠어.

M: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기쁘다.

w: 고마워. 전에 시드니에 가 본 적 있니?

M: 응. 2년 전에 가 봤어. 정말 멋졌어.

w: 그곳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어디였니?

M: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였어. 거기 사진들을 많이 

봤었는데도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더라. 얼마나 

놀라웠는지 쉽게 잊을 수가 없어.

w: 나도 꼭 거기에 가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

M: 그렇게 해. 몸 조심하고 여행 잘 다녀와.

have been to ~에 가 본 적이 있다   awesome 아주 멋진   

impressive 인상적인   in person 직접, 몸소   amazing 
놀라운   definitely 분명히   previous 이전의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문의한 일자리의 주당 

근무 시간을 고르시오.

①	40 hours
②	50 hours
③	60 hours
④	70 hours
⑤	80 hours

① 40시간

② 50시간

③ 60시간

④ 70시간

⑤ 80시간

W: Hello. This is Julia Lee. I’m calling about 
your help-wanted ad in the newspaper. 
Is the position that you advertised still 
available?

M: Yes. The job is still open.

W: May I ask you the working hours?

M: Sure. On weekdays, they are from 9:00 
a.m. to 5:00 p.m., and they are from 
10:00 a.m. to 3:00 p.m. on weekends.

W: I see. Aren’t there any off days?

M: Unfortunately not.

W: I see. What about the payment?

M: The job pays 5,000 won per hour, and 
we pay weekly.

W: That’s good. Where is it located?

M: We are located in Jongno-Gu.

W: By the way, when can I start working if I 
get the job?

M: As soon as possible. The earlier you 
can start, the better.

w: 여보세요. 저는 Julia Lee입니다.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 드립니다. 광고하신 자리가 아직 

있나요?

M: 네. 그 일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w: 근무 시간을 여쭤 봐도 될까요?

M: 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w: 그렇군요. 쉬는 날은 없나요?

M: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w: 알겠습니다. 급료는 어떻게 되나요?

M: 시간당 5,000원이고, 주급으로 지급합니다.

w: 좋네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M: 종로구에 있습니다.

w: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M: 가능한 한 빨리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help-wanted ad 구인 광고   position 자리   advertise 
광고하다   available 구할 수 있는   working hours 근무 

시간   off day 쉬는 날   payment 급료   be located 
위치해 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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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화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he lost his MP3 
player

②	because he could not find his 
electronic dictionary

③	because the woman took the 
man’s things without telling 
him

④	because the woman lost the 
man’s MP3 player

⑤	because the woman lost the 
man’s electronic dictionary

① 그가 자신의 MP3 플레이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② 그가 자신의 전자사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③ 여자가 남자의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④ 여자가 남자의 MP3 플레이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⑤ 여자가 남자의 전자사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M: Jessica, have you seen my MP3 player?

W: Oh, it’s in my room.

M: What?

W: I wanted to listen to some songs that I 
downloaded, so I got it from your room.

M: Why didn’t you tell me? I have been 
looking for it for more than an hour.

W: I’m sorry. i was going to tell you. But 
you were not home.

M: Okay. Wait a minute. So did you also 
borrow my electronic dictionary?

W: Uh, yes. I’m so sorry about not telling 
you that as well.

M: Why do you always take my things 
without telling me? That drives me 
crazy.

W: I won’t ever do that again. please don’t 
be upset about it.

M: Jessica, 내 MP3플레이어 봤니?

w: 어, 그거 내 방에 있어.

M: 뭐라고?

w: 내가 다운받은 노래를 듣고 싶어서 네 방에서 

가져갔어.

M: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한 시간 이상 그걸 찾고 

있었잖아.

w: 미안해.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집에 없었어.

M: 알겠어. 잠깐. 그러면 네가 내 전자사전도 빌려 간 

거야?

w: 어, 응. 그것도 말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M: 너는 왜 항상 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니?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w: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화내지 마.

download 다운로드하다   look for ~을 찾다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   as well 또한, 역시   drive ~ crazy 
~을 미치게 만들다   upset 화난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take her to the hospital
②	buy her a camera and a pen
③	help her take a picture
④	ask the actor for an 

autograph and a picture
⑤	give her the actor’s autograph 

and picture

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② 그녀에게 카메라와 펜 사 주기

③ 그녀가 사진 찍는 것 도와주기

④ 배우에게 사인과 사진 요청하기

⑤ 그녀에게 배우의 사인과 사진 주기

W: Look at that man! That’s Thomas. 
Thomas Miller, the actor.

M: Really? Where?

W: Over there! He’s wearing sunglasses 
and a hat and sitting on that bench.

M: Wow! We’re lucky to see him here.

W: I’m a big fan of his. I’d like to get his 
autograph and get my picture taken 
with him.

M: I’d like to do that, too.

W: But... i’m too shy. And I don’t have a 
camera with me right now.

M: I do. Don’t worry about it.

W: My heart is beating so fast. I can’t even 
take a step.

M: Oh, come on. It’s very strange to see 
you this nervous.

W: Can you ask him to give us his 
autograph and to let us take a picture 
with him?

M: No problem.

w: 저 남자 좀 봐! 저 사람은 Thomas야. 배우 Thomas 

Miller라고.

M: 정말? 어디?

w: 저쪽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저 벤치에 앉아 

있잖아.

M: 와! 여기서 그를 보다니 운이 좋다.

w: 나는 그의 열렬한 팬이야. 그의 사인도 받고 그와 함께 

사진도 찍고 싶어.

M: 나도 그러고 싶어.

w: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 또 지금은 카메라도 없고.

M: 나 있어. 걱정하지 마.

w: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M: 오, 왜 이래. 네가 이렇게 긴장하는 것을 보니 정말 

이상하다.

w: 그에게 사인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사진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해 줄래?

M: 알았어.

actor (남자) 배우   autograph (유명인의) 사인   shy 
부끄러운, 수줍은   beat (심장이) 고동치다   take a step 한 

걸음 내딛다   nervous 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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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park
②	a pet shop
③	a gym
④	a library
⑤	a police station

① 공원

② 애완동물 가게

③ 체육관

④ 도서관

⑤ 경찰서

M: excuse me, ma’am. Is this your dog?

W: Yes. Why do you ask?

M: When you walk your dog, you should 
keep it on a leash.

W: Don’t worry. she is as meek as a 
lamb.

M: But look at your dog. She is running 
around on the grass, and some people 
are frowning at her.

W: Okay. I’ll put her leash on her.

M: Thank you. No matter how gentle she 
is, you still have to follow the 
regulations. There are lots of people 
here who are jogging, riding bikes, and 
sitting on benches and reading books. 
Not all of the people in this place like 
dogs.

W: I’m very sorry. i was so thoughtless.

M: 실례합니다, 부인. 이것이 당신의 개인가요?

w: 네. 왜 그러시죠?

M: 개를 산책시키실 때는 가죽끈에 매셔야 합니다.

w: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는 아주 온순해요.

M: 하지만 부인의 개를 보세요. 잔디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에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잖아요.

w: 알겠습니다. 가죽끈에 맬게요.

M: 감사합니다. 개가 아무리 온순해도 규정은 따르셔야 

합니다. 이곳에는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개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w: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walk (동물을) 산책시키다   leash 가죽끈   as meek as a 
lamb 양처럼 온순한, 지극히 온순한   frown 얼굴을 

찡그리다, 눈살을 찌푸리다   gentle 온화한, 순한   follow 
따르다, 지키다   regulation 규정   thoughtless 배려심 

없는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과음 후에 먹은 것을 

고르시오.

①	chocolate
②	porridge
③	medicine
④	some spicy kimchi
⑤	kimchi soup

① 초콜릿

② 죽

③ 약

④ 매운 김치

⑤ 김칫국

W: What’s wrong with you? You look sick.

M: My stomach is upset because I drank 
too much last night.

W: Oh, no. You should consider your 
health. It’s especially bad for your liver.

M: I know. But whenever I go out, I tend to 
go binge-drinking.

W: Out of curiosity, have you seen a doctor 
or taken any medicine? Would you like 
me to cook some porridge for you?

M: No, thank you. I just had some spicy 
kimchi soup. If I get some rest, I think 
that I’ll be all right.

W: I don’t understand you. You go out at 
least twice a week and always drink too 
much.

M: I’ll try not to do that in the future.

W: I hope you can learn to control yourself.

w: 무슨 일이니? 아파 보여.

M: 어젯밤에 과음을 해서 속이 안 좋아.

w: 오, 이런.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건 특히 간에 안 

좋아.

M: 알아. 하지만 나갈 때마다 과음을 하게 돼.

w: 궁금해서 묻는 건데, 병원에 갔다 왔거나 약은 

먹었어? 죽 좀 끓여 줄까?

M: 아니, 괜찮아. 방금 매운 김칫국을 좀 먹었어.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

w: 이해가 안 돼. 너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나가서 늘 

과음을 하잖아.

M: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w: 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consider 고려하다   liver 간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binge-drink 과음하다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take medicine 약을 먹다   porridge 죽   get 
some rest 쉬다   at least 최소한   control oneself 
자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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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음을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number of injured people
②	the cause of the fire
③	how tall the building is
④	where the fire started
⑤	how many helicopters helped 

fight the fire

① 다친 사람의 수

② 화재의 원인

③ 건물의 높이

④ 화재가 발생한 곳

⑤ 화재 진압을 도운 헬리콥터의 수

W: Hello. This is Amanda from CYJ News. 
We have some breaking news. Last 
Friday’s fire in a 38-story apartment 
building in Busan is now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some electrical 
problems. The fire first started in a 
locker room for the cleaning staff on the 
fourth floor of the building. The building 
is located near the city’s popular 
Haeundae Beach. The fire quickly 
spread through the entire building. 
Helicopters continually sprayed water 
on the building, but it was not sufficient. 
Fortunately, there were no reports of 
any serious injuries. However, one or 
two people were treated for smoke 
inhalation at some nearby hospitals.

w: 안녕하세요. CYJ 뉴스의 Amanda입니다. 몇 가지 

속보가 있습니다. 부산의 38층 아파트 건물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화재는 전기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현재 생각되고 있습니다. 불은 건물 4층에 

있는 청소부 탈의실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은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해운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은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헬리콥터들이 건물에 끊임없이 물을 뿌려 댔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심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breaking news 뉴스 속보   be caused by ~에 의해 

발생하다   electrical 전기의   locker room 라커룸, 탈의실   

cleaning staff 청소부   spread 퍼지다, 번지다   

continually 계속해서   spray 뿌리다   sufficient 충분한   

serious 심각한   injury 부상   be treated 치료를 받다   

inhalation 흡입   nearby 인근의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stayed up all 
night reading a fantasy novel.

②	The woman does not like 
Professor Aniston’s class.

③	The woman will go to her 
house to get the man’s book.

④	The man will stay in the 
library to look for some 
books.

⑤	The woman will bring the 
man his book tomorrow.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여자는 판타지 소설을 읽느라 밤새웠다.

② 여자는 Aniston 교수의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③ 여자는 남자의 책을 가지러 집에 갈 것이다.

④ 남자는 책을 몇 권 찾기 위해 도서관에 있을 

것이다.

⑤ 여자는 내일 남자에게 그의 책을 갖다 줄 

것이다.

M: You look really tired. Did you stay up all 
night reading a new fantasy novel 
again?

W: No. I’ve been really busy doing my 
reading assignment for Professor 
Aniston’s class.

M: I like her class, but it seems like she 
gives out too much homework.

W: That’s right. But I really enjoy her class. 
She is very funny, and her lectures are 
easy to understand.

M: Right. I believe that’s what most 
students think of her class. By the way, 
did you bring the book with you?

W: Oh, no. How could I have forgotten it 
even though you called to remind me to 
bring it? I am really sorry. i left it at my 
house.

M: Hmm. i really need it today.

W: In that case, could you wait for me at 
the library while I get your book from 
my house?

M: Okay. I’ll be on the first floor using one 
of the computers there.

M: 너 아주 피곤해 보인다. 또 새 판타지 소설을 읽느라 

밤샌 거야?

w: 아니. Aniston 교수님 수업의 읽기 과제를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

M: 나는 그분 수업을 좋아하는데, 숙제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아.

w: 맞아. 하지만 나는 정말 그분 수업이 즐거워.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고, 강의가 이해하기 쉽거든.

M: 맞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분 수업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나저나 책 가져왔어?

w: 오, 이런. 네가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일러 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정말 미안해. 

집에 두고 왔어.

M: 흠. 오늘은 정말 필요한데.

w: 그렇다면 내가 집에서 책을 가져오는 동안 도서관에서 

나를 기다려 줄 수 있어?

M: 좋아. 1층에서 거기 컴퓨터를 쓰면서 있을게.

stay up all night 밤새우다   novel 소설   assignment 
과제   professor 교수   lecture 강의   remind ~ to... 
~에게 …할 것을 상기시키다   leave 두고 오다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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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has been busy 
these days.

②	The woman will join the 
mountaineering club next 
Sunday.

③	The woman has visited 
Seoraksan before.

④	The woman will bring a 
warm jacket.

⑤	The woman does not have to 
bring her lunch.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요즘 바빴다.

② 여자는 다음 주 일요일에 산악회에 합류할 

것이다.

③ 여자는 전에 설악산에 가 봤다.

④ 여자는 따뜻한 재킷을 가져올 것이다.

⑤ 여자는 점심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M: Jane, did you say that you like going 
mountain climbing?

W: Yes. I kind of like it, but I’ve been too busy 
to have any chances to do it recently. Why 
do you ask?

M: You know I am a member of a 
mountaineering club. Our club is going to 
go to Seoraksan next Sunday. i wonder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us.

W: Oh, that would be fun. I have seen many 
beautiful pictures of Seoraksan. But I’ve 
never been there before.

M: Really?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especially in fall. You should go there with 
us.

W: Okay. I will. Is there anything that I should 
bring with me?

M: Well, it’s going to cost $20, but that only 
includes your bus ticket and lunch. So be 
sure to bring enough money. And you’d 
better bring a warm jacket. It’s very cold 
when you go up that high even though it’s 
still fall.

W: Okay. I’ll remember to bring those things. 
Oh, i can’t wait to go there.

M: Jane, 등산 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w: 응. 어느 정도 좋아하기는 한데, 최근에는 너무 

바빠서 갈 기회가 없었어. 왜 묻는 거니?

M: 내가 산악회 회원이잖아. 우리 클럽에서 다음 주 

일요일에 설악산에 가거든. 너도 우리와 함께 갈 

마음이 있을까 해서 말이야.

w: 오, 그거 재미있겠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봤어. 하지만 가 본 적은 없어.

M: 정말? 아주 아름다운 곳이야. 특히 가을에. 우리와 

함께 거기 가자.

w: 그래. 그럴게.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거 있어?

M: 음, 비용이 20달러 들 텐데, 그건 버스표와 점심만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꼭 돈을 충분히 가져와. 

그리고 따뜻한 재킷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아직 

가을이어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무척 춥거든.

w: 알았어. 잊지 않고 가져올게. 오, 빨리 가고 싶다.

go mountain climbing 등산 가다   kind of 어느 

정도, 약간   mountaineering 등산   join 함께하다   

include 포함하다   can’t wait to 빨리 ~하고 싶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embership card can be 
used abroad.

②	The membership card has a 
photograph on it.

③	The man will use his 
membership card from today.

④	The department store does 
not accept any other cards.

⑤	The membership card can be 
issued only to those who live 
in this country.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회원카드는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다.

② 회원카드에는 사진이 붙어 있다.

③ 남자는 오늘부터 그의 회원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④ 이 백화점은 다른 카드를 받지 않는다.

⑤ 회원카드는 이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발행될 수 있다.

W: Hello. Do you have a membership card for 
our department store?

M: No. What can i use it for?

W: You can use it here like a credit card. Also, 
you will save 5% off every purchase you 
make whenever you use this card.

M: Oh, that sounds good. Is there an annual 
fee for this card?

W: No. All you need to do is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By the way, you live in 
Korea, right?

M: Yes.

W: Then you can apply for a card if you show 
me an ID card that has your picture on it.

M: Here you go. Do I get a discount when I 
buy any products with this card?

W: Oh, didn’t i mention that? You get 
discounts of up to five percent on every 
purchase that you make with this card.

w: 안녕하세요. 저희 백화점 회원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M: 아니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죠?

w: 여기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구매의 5%가 

적립됩니다.

M: 오, 그거 좋네요. 이 카드에는 연회비가 있나요?

w: 아니요.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거 맞죠?

M: 네.

w: 그러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시면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 여기 있습니다. 이 카드로 제품을 사면 할인을 

받나요?

w: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이 카드로 

결제하시는 모든 구매에 대해 5%까지 

할인됩니다.

membership card 회원카드   department store 
백화점   purchase 구매   annual fee 연회비   fill out 
작성하다, 기입하다   application form 신청서   apply 
for ~을 신청하다   get a discount 할인받다   

product 제품, 상품   mention 언급하다   up to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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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No, I don’t want to get 
married to her.

②	I don’t think I can see her get 
married.

③	I will call her to invite her to 
my wedding next week.

④	How come you said no to her 
request?

⑤	Of course. How could I ever 
miss your wedding?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니, 나는 걔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② 걔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③ 걔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 내 결혼식에 초대할 

거야.

④ 어째서 걔의 요청을 거절했니?

⑤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네 결혼식에 빠질 수 

있겠어?

W: You had a serious look on your face while 
you were talking on the telephone. Who 
were you speaking with?

M: Do you remember Jenny?

W: Do you mean your ex-girlfriend Jenny?

M: Yes. She and I used to go out, but we 
broke up two years ago.

W: What happened? Why did she call you?

M: Well, she said she’s getting married next 
week.

W: Ah, really? So did she invite you to her 
wedding?

M: Yes, she did. She thinks of me as a good 
friend or something.

W: So what did you say to her? Did you tell 
her that you would go?

M: Well, I said I would go there to 
congratulate her. But I don’t think I want 
to do that.

W: Hmm... Maybe you haven’t totally gotten 
over her.

M: No, no. it’s not like that. But I don’t feel 
quite comfortable going to her wedding.

W: So what do you think? Are you going to 
go to her wedding next week?

w: 너 전화 통화할 때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띠고 

있더라.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M: Jenny 기억해?

w: 네 이전 여자 친구 Jenny 말하는 거니?

M: 응. 걔랑 나랑 사귀다가 2년 전에 헤어졌지.

w: 무슨 일이야? 걔가 왜 전화했어?

M: 글쎄, 걔가 다음 주에 결혼한대.

w: 아, 정말? 그래서 결혼식에 너를 초대한 거니?

M: 응. 걔는 나를 좋은 친구쯤으로 생각하나 봐.

w: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가겠다고 했니?

M: 음, 가서 축하해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

w: 흠… 어쩌면 너는 걔를 완전히 잊지 못했나 보다.

M: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결혼식에 가는 

게 그다지 편한 기분은 아니야.

w: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다음 주에 걔 결혼식에 갈 

거야?

serious look 심각한 표정   ex-girlfriend 이전 여자 

친구   go out (남녀가) 사귀다   break up (관계가) 

끝나다, 헤어지다   get married 결혼하다   

congratulate 축하하다   get over ~을 극복하다   

comfortable 편안한   request 요청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How come you don’t 
remember me? We were very 
close.

②	It is so nice to see you again. 
It’s been quite a long time.

③	I am sorry, but I am not your 
old friend.

④	I thought you were one of my 
old friends. I am sorry.

⑤	Are you sure that you are not 
Gwen?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떻게 나를 기억 못하지? 우리 아주 친했는데.

②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 아주 오랜만이다.

③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의 옛 친구가 아니에요.

④ 당신이 제 옛 친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⑤ 당신이 Gwen이 아닌 게 확실한가요?

M: One day, Rick was walking down the 
street when he saw a woman who looked 
familiar to him. He realized that she was 
Gwen, one of his friends from high 
school. It had been quite a long time 
since they had graduated from high 
school, but he was still able to recognize 
her. He approached her and said hello, 
but she didn’t recognize him at all. Rick 
thought for a moment that she didn’t 
recognize him because he had changed a 
lot. But, after he confirmed her name, he 
realized that he had made a mistake. The 
woman he was talking to was not Gwe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Rick most 
likely say?

M: 어느 날 Rick은 거리를 걷다가 낯익어 보이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는 그 여자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 

Gwen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인사했는데, 그녀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Rick은 잠시 자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 후, 그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말을 건넨 여자는 

Gwen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Rick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amiliar 친숙한, 낯익은   realize 알아차리다, 깨닫다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recognize 알아보다   

approach 다가가다, 접근하다   confirm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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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benefits of cafés
②	the man’s working 

habits
③	finding a good café 

open all day long
④	getting some good rest
⑤	the woman’s plans for 

work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카페의 장점

② 남자의 일하는 습관

③ 온종일 문 여는 좋은 카페 찾기

④ 휴식 잘 취하기

⑤ 여자의 일 계획

M: Yuna, do you know any café that is open 24 
hours a day?

W: Not really. There have got to be some though. 
Why do you ask?

M: You know the work that I’ve been delaying since 
last week, right? Well, I’ve got to finish it today.

W: Then why do you want to go to a café?

M: Well, there are so many things at home that 
disturb me. i am so easily distracted that I can’t 
really concentrate on my work at home.

W: Yeah, I know what you mean. To me, home is just 
a good place to get some rest, not to work.

M: That’s right. I’d better use the Internet to find out 
which local cafés are open 24 hours a day.

W: That’s probably a good idea.

M: Yuna, 하루 24시간 문 여는 카페 알고 있어?

w: 아니. 하지만 분명 몇 군데 있을 거야. 왜 

묻는데?

M: 내가 지난주부터 지체하고 있는 일 있잖아. 

오늘은 그걸 끝내야 하거든.

w: 그런데 왜 카페에 가고 싶어 하는데?

M: 음, 집에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나는 아주 쉽게 주의가 산만해져서 집에서는 

정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w: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에게도 집은 일이 

아니라 쉬기에 좋은 장소일 뿐이니까.

M: 맞아. 어떤 지역 카페가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

w: 아마도 그게 좋을 것 같다.

delay 지연시키다   disturb 방해하다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한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the pros and cons of caffeine
②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caffeine sensitivity
③	the effects of nicotine on caffeine
④	what helps break down caffeine
⑤	how a person’s metabolism changes according to his or 

her age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카페인의 장단점

② 카페인 민감성 차이의 원인

③ 카페인에 미치는 니코틴의 영향

④ 카페인 분해를 돕는 것

⑤ 나이에 따른 신진대사의 변화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as one of the 
causes that determines a person’s sensitivity to caffeine?

①	a person’s genetic makeup
②	whether or not a person smokes
③	a person’s age
④	a person’s height
⑤	a person’s metabolism

다음 중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하는 원인들 중 하나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유전적 구성

② 흡연 여부

③ 나이

④ 키

⑤ 신진대사

W: Some say that caffeine puts them in good moods. 
Others say that caffeine makes them more anxious 
and nervous. Why does sensitivity to caffeine vary 
widely from person to person? There are many 
factors that determine these differences. A part of the 
reason is genetic makeup. One’s body weight can be 
an influencing factor as well. Whether or not a person 
smokes is another factor that determines a person’s 
sensitivity to caffeine. The reason is that nicotine 
stimulates the enzymes in the body that break down 
caffeine. Lastly, aging also matters because our 
metabolisms are different depending upon our ages.

w: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이 더 

불안하고 긴장되게 만든다고 한다. 왜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크게 

다를까? 이런 차이들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유전적 

구성이다. 사람의 몸무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흡연 여부도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이다. 니코틴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체내 효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화도 중요하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anxious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sensitivity 민감성   vary 서로 다르다   factor 요인   

determine 결정하다   difference 차이   genetic makeup 유전적 구성   influencing 
영향을 주는   stimulate 자극하다   enzyme 효소   break down 분해하다   aging 노화   

metabolism 신진대사   the pros and cons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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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소파를 

고르시오.

M: Can I help you?

W: I’d like to buy a couch for my living room.

M: Okay. How about this one? it can seat 
three people.

W: Well, I’m looking for one that can seat four 
people.

M: Okay. What about this one then? This is 
one of our bestselling models. It is simple 
and covered with leather, and we have it 
in three different colors; black, ivory, and 
wine.

W: (After sitting) It’s very comfortable. I like it. 
May I sit down on the other model also? 
The one with the carved wooden frame 
around the edge looks like an antique.

M: of course you may.

W: Well... It feels a little hard.

M: Are you going to buy the one that you 
looked at previously then?

W: Yes. I’ll take it in black.

M: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w: 거실에 놓을 소파를 사고 싶습니다.

M: 네. 이것은 어떠세요? 3인용입니다.

w: 음, 저는 4인용을 찾고 있거든요.

M: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세요? 저희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색상은 검정, 

아이보리, 와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w: (앉아 본 후) 아주 편안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다른 

모델에도 앉아 봐도 될까요? 가장자리에 조각된 

나무틀이 있는 것은 골동품처럼 보이네요.

M: 물론 앉아 보셔도 됩니다.

w: 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M: 그렇다면 앞서 본 것으로 구매하시겠습니까?

w: 네. 검은색으로 할게요.

couch 소파   seat (특정 수의) 좌석이 있다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leather 가죽   

comfortable 편안한   carved 조각된   wooden 
frame 나무틀   edge 가장자리   antique 골동품   

previously 이전에

0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worried
②	scared
③	confident
④	thankful
⑤	indifferent

① 걱정하는

② 무서워하는

③ 자신 있는

④ 고마워하는

⑤ 무관심한

W: Nick,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M: No, I don’t. Why?

W: I’d like to go to Anmyeondo. I heard that 
there’s a king prawn festival there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16. This Sunday 
is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M: Really? I like eating king prawns.

W: Look at this blog. They are offering fried 
and raw shrimp, stew, and noodle dishes.

M: Wow!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W: Are you available?

M: Let me check my calendar. (After a while) 
Oh, no! I am on duty then.

W: Can’t you switch your shift with anyone? 
Why don’t you ask Tim? You did that for 
him before. He owes you.

M: Okay, but since it’s rather late now, I’ll ask 
him tomorrow.

w: Nick,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니?

M: 아니, 없어. 왜?

w: 안면도에 가고 싶어서. 거기서 9월 25일부터 

10월16일까지 대하 축제가 열린대. 이번 

일요일이 축제 마지막 날이야.

M: 정말? 나 대하 먹는 거 좋아하는데.

w: 이 블로그를 봐. 거기서 새우 튀김, 날새우, 찌개, 

국수 요리 등을 제공하고 있어.

M: 와! 벌써 입에 군침이 돈다.

w: 시간 되니?

M: 일정표 좀 확인해 볼게. (잠시 후) 오, 이런! 나 그때 

당직이야.

w: 다른 사람과 교대 근무를 바꿀 수 없니? Tim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전에 네가 그 사람 대신 

당직했잖아. 그가 너한테 빚이 있는 거라고.

M: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좀 늦었으니 내일 

물어볼게.

king prawn 왕새우   festival 축제   offer 제공하다   

fried 기름에 튀긴   raw 날것의   shrimp 새우   noodle 
국수   available 시간이 있는   on duty 당직의   switch 
one’s shift with 교대 근무를 ~와 바꾸다   owe 빚이 

있다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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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the Olympics
②	runners
③	a Korean gold medalist
④	the marathon
⑤	the host country of the 

Olympics

① 올림픽

② 육상선수들

③ 한국의 금메달리스트

④ 마라톤

⑤ 올림픽 개최국

W: People tend to compare this to their 
lives. It is called the crown jewel of 
track and field. The participants have to 
run 42.195 kilometers. The distance 
was adopted for the first time in 1908 at 
the London Olympics. All the 
participants can drink water that is 
made available to them every 5 
kilometers, and they can use wet 
sponges as well. Typically, the 
participants must complete the event 
within six hours. Not all participants run 
to win. Some simply want to finish and 
have a sense of elation at having 
completed such a long race. Son Kijung 
became the first Korean gold medalist 
in this event in Berlin in 1936. And 56 
years later, Hwang Youngjo won Korea’s 
second gold medal in Barcelona in 
1992.

w: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육상경기의 꽃이라 불린다. 참가자들은 

42.195km를 달려야 한다. 이 거리는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5km마다 그들에게 마련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물에 

적신 스펀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은 6시간 이내에 경기를 끝내야 한다. 모든 

참가자들이 다 승리하려고 달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완주를 하고, 그렇게 긴 경주를 끝마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한 기분을 가지고 싶어할 뿐이다. 

1936년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56년 후,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을 땄다.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compare ~ to... ~을 …에 

비유하다   crown jewel 왕관의 보석, 중요한 부분   track 
and field 육상경기   participant 참가자   distance 거리   

adopt 채택하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typically 일반적으로   complete 완료하다   

elation 의기양양   race 경주

0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이 

얼마인지 고르시오.

①	3,600 won
②	4,800 won
③	5,900 won
④	6,100 won
⑤	7,200 won

① 3,600원

② 4,800원

③ 5,900원

④ 6,100원

⑤ 7,200원

W: What are you trying to buy?

M: I’m choosing which instant noodles I’m 
going to buy. There are too many 
different kinds, and I want to try all of 
them.

W: Ha ha. Why don’t you pick three of 
them that you want to eat the most? 
Then you can try the others next time.

M: That’s a good idea. I’ll buy the spicy, 
curry, and jjajang ramen.

W: How much are they?

M: The spicy ones are 1,200 won each, the 
curry ones are 1,100 won each, and the 
jjajang ones are 1,300 won each.

W: So how many are you going to buy?

M: I’ll buy two packs of each to see how 
they taste.

W: That will be enough. enjoy them!

w: 무엇을 사려고 하니?

M: 어떤 라면을 살지 고르고 있어.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전부 먹어 보고 싶어.

w: 하하. 가장 먹고 싶은 것 세 가지를 고르는 게 어때? 

그런 다음 다른 것들은 다음에 먹어 볼 수 있잖아.

M: 좋은 생각이야. 매운 맛, 카레, 자장 라면을 사야겠다.

w: 얼마야?

M: 매운 라면은 하나에 1,200원, 카레 라면은 개당 

1,100원, 자장 라면은 하나에 1,300원씩이야.

w: 그래서 몇 개 살 건데?

M: 각각 두 봉지씩 사서 맛이 어떤지 볼 거야.

w: 그거면 충분하겠다. 맛있게 먹어!

instant 즉각적인, 인스턴트의   instant noodle(= ramen)  

라면   try 먹어 보다   pick 고르다   spicy 매운, 양념 맛이 

강한   pack 묶음, 꾸러미   taste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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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ask the residents to go to 
the district office

②	to ask the residents to elect 
the president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③	to ask the residents to join a 
signature–seeking campaign

④	to ask the residents to make a 
speed bump

⑤	to ask the residents to visit 
some neighbors’ houses

① 주민들에게 구청에 가라고 당부하기 위해

② 주민들에게 지역주민회 회장을 선출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③ 주민들에게 서명운동에 참여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④ 주민들에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⑤ 주민들에게 이웃집을 방문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M: dear residents: As you know, the 
number of cars in our village has 
increased. So we, the self-governing 
association of the village, will ask the 
district office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olve this problem. We are planning 
to ask them to put up a traffic sign to 
show the speed limit and to make more 
speed bumps. Our lives—especially 
those of our children—are being 
threatened. In order to make our voices 
louder, we’d like to ask you to 
participate in a signature-seeking 
campaign. We need as many signatures 
as possible. The president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will visit your 
houses one by one. Please share your 
time with u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M: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의 차량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자치위원회에서는 구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한속도를 나타내는 교통 표지판을 

세우고 더 많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생명,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회 회장께서 여러분의 집을 차례차례 방문할 

것이니, 시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sident 거주민   increase 증가하다   self-governing 
association 주민자치회   district office 구청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immediate 신속한   put up a 
sign 표지판을 세우다   speed limit 제한속도   speed 
bump 과속방지턱   threaten 위협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signature-seeking campaign 서명운동   

neighborhood association 지역주민회   one by one 
하나씩, 차례로   cooperation 협조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lend him a printer
②	give him a supplementary 

English lesson
③	give him some questions 

expected to be on the final 
exam

④	email him some sample 
English questions from 
previous tests

⑤	give him a hard copy of some 
sample English questions 
from previous tests

① 프린터 빌려 주기

② 영어 보충수업 해 주기

③ 기말고사 예상 문제 주기

④ 지난 시험에 나온 영어 기출문제들을 이메일로 

보내 주기

⑤ 지난 시험에 나온 영어 기출문제들을 

프린트해서 주기

W: Hey, Michael. How are your final exams 
going?

M: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 Really? Do you need my help?

M: Yes, please. If possible, could you 
please give me the sample english 
questions from the previous tests?

W: Sure. Do you only want your school’s 
sample questions, or would you also 
like some other schools’?

M: Both of them, please.

W: No problem. Shall I send them by email, 
or would you like a hard copy?

M: I’d like a hard copy, please. My house’s 
Internet connection isn’t working so 
well. Furthermore, I have no printer at 
home.

W: Okay. I’ll print them out and give you a 
call.

M: Thank you very much.

w: 안녕, Michael. 기말고사 잘 치르고 있니?

M: 아직 갈 길이 멀어요.

w: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니?

M: 네. 혹시 가능하시면, 지난 시험에 나온 영어 

기출문제들을 주실 수 있나요?

w: 물론이지. 너희 학교의 기출문제만 줄까, 아니면 다른 

학교들의 문제도 줄까?

M: 둘 다요.

w: 알겠어. 이메일로 보내 줄까, 아니면 인쇄물로 줄까?

M: 인쇄물로 주세요. 우리 집 인터넷 연결이 잘 안돼서요. 

게다가 집에 프린터도 없거든요.

w: 알았어. 프린트하고 전화해 줄게.

M: 정말 감사합니다.

final exam 기말고사   previous 이전의   hard copy 
인쇄된 자료   connection 연결, 접속   furthermore 
게다가   print out (프린터로) 출력하다   supplementary 
보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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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fashion show
②	a concert hall
③	a ballpark
④	a party
⑤	a modeling agency

① 패션쇼

② 콘서트 홀

③ 야구장

④ 파티

⑤ 모델 기획사

M: Wow! We can see the latest fashions 
here.

W: You’re right. I’m so excited.

M: This place isn’t as large as I expected it 
to be, but the stage is longer than what 
I thought.

W: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M: Look! There are some famous actors 
and actresses, and even a few singers 
are sitting in those chairs.

W: We are here to see not only the latest 
fashion trends but also some famous 
people.

M: Right. When will the show start?

W: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Oh! They 
just turned off the lights. They’re 
probably going to start now.

M: Wow! Look at the beautiful models.

W: Come on! Don’t concentrate only on the 
models. Focus on the styles that they 
are wearing.

M: 와! 우리 이곳에서 최신 유행을 볼 수 있겠다.

w: 맞아. 정말 흥분된다.

M: 이 장소는 내가 예상했던 만큼 넓지는 않지만, 무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다.

w: 전적으로 동감해.

M: 봐! 저 의자들에 유명한 배우들과 가수들까지도 몇 명 

앉아 있어.

w: 우리는 최신 유행 동향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도 

보러 여기 온 거잖아.

M: 맞아. 쇼는 언제 시작하지?

w: 금방 시작할 거야. 오! 막 불을 껐다. 지금 시작할 건가 

봐.

M: 와! 저 아름다운 모델들을 좀 봐.

w: 이런! 모델들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스타일에도 주목해 봐.

the latest fashion 최신 유행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전적으로 동감이다.   trend 동향, 추세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focus on ~에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진료 받기를 원하는 

요일을 고르시오.

①	Monday
②	Wednesday
③	Thursday
④	Friday
⑤	Saturday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목요일

④ 금요일

⑤ 토요일

W: Hello. Seoul Dental Clinic.

M: Hello.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time.

W: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 This is Patrick Park.

W: Okay. I have your name here. Your 
appointment is for this Wednesday at 
2:00 p.m. When do you want to come?

M: Is it possible to come the day after?

W: Let me check the doctor’s schedule. 
Sorry, but he isn’t available on that day. 
Are you available the following week on 
the same day and at the same time?

M: I’m sorry, but I don’t have time then.

W: I’m sorry, but I can’t help you in that 
case. You should come either at your 
original appointment time or in the 
following week.

w: 여보세요. 서울 치과입니다.

M: 여보세요. 제 예약 시간을 바꾸고 싶습니다.

w: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M: Patrick Park입니다.

w: 네. 여기 성함이 있네요. 예약이 수요일 오후 2시로 

되어 있군요. 언제 오기를 원하세요?

M: 다음 날 가도 될까요?

w: 선생님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은 선생님 시간이 안 되세요. 그다음 주 같은 날 

같은 시간 가능하세요?

M: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w: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도와 드릴 수가 없네요. 원래 

예약 시간이나 그다음 주에 오셔야 합니다.

dental clinic 치과   appointment 약속   the day after 
그다음 날   available 시간이 되는   the following week 
다음 주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original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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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음을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name of the farm
②	the location of the farm
③	how heavy each box is
④	how the persimmons are 

delivered
⑤	ways to pay for the 

persimmons

① 농장의 이름

② 농장의 위치

③ 각 상자의 무게

④ 감이 배송되는 방법

⑤ 감 값을 지불하는 방법

W: Welcome to Amy’s Persimmon Farm. 
We have thousands of persimmon trees 
in this area. I’ll give you a chance to 
pick a ripe persimmon, and you can 
keep it. Please don’t pick them in 
secret. The persimmons on my farm are 
well known for their high sugar content. 
I’ll provide you with a free sample to try. 
If you like them, you can buy them by 
the box. each box weighs 10 kilograms. 
The price differ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persimmons. Obviously, the 
larger ones are more expensive. I can 
send packages in the mail, and I 
provide free delivery. The persimmons 
are very fresh, sweet, and juicy because 
I send them as soon as I pick them. You 
can pay by cash or with a credit card. 
enjoy your time here on the farm.

w: Amy의 감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역에는 

수천 그루의 감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익은 

감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몰래 따지 마십시오. 저의 농장에 있는 

감들은 높은 당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식해 볼 수 

있는 무료 샘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원하시면 상자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자는 

10킬로그램입니다. 가격은 감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클수록 더 비쌉니다. 상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 있으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감은 따자마자 바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 

매우 신선하고, 달콤하며, 즙이 많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농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ersimmon 감   ripe 익은, 숙성한   in secret 몰래   

sugar content 당도   provide ~ with... ~에게 …을 

제공하다   differ 다르다   depending on ~에 따라   

obviously 분명히   delivery 배달   juicy 즙이 많은   by 
cash 현금으로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talk?

①	Julian Bronte recently 
published a new novel.

②	Julian Bronte had a very 
fortunate childhood.

③	The book became a bestseller 
soon after it came out.

④	The book was made into a 
movie and became a big hit.

⑤	The director Steve Cameron 
is a big fan of Julian Bronte’s.

다음 중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Julian Bronte는 최근에 새 소설을 출간했다.

② Julian Bronte는 매우 운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③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④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크게 성공했다.

⑤ Steve Cameron 감독은 Julian Bronte의 

열렬한 팬이다.

M: The world-famous novelist Julian 
Bronte recently published her 
autobiography. This newly released 
book revealed her gloomy childhood, 
how she started writing novels in the 
first place, and how she became a 
world-famous writer. Just like in all of 
her novels, the descriptions she 
provides in her story are so vibrant that 
anyone who reads this book will feel as 
if he or she has actually lived Bronte’s 
life. Due to her fame and popularity, this 
book became a bestseller shortly after it 
came out. It will also be made into a 
movie that is going to be directed by 
Steve Cameron.

M: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Julian Bronte가 최근 

자서전을 출간하였다. 이 새로 출간된 책은 그녀의 

우울한 어린 시절과 그녀가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계기,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지를 드러내었다. 그녀의 모든 

소설들에서처럼, 그녀가 이야기 속에서 하는 묘사는 

매우 생생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실제로 Bronte의 삶을 산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녀의 

명성과 인기 때문에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것은 또한 Steve 

Cameron이 감독하게 될 영화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novelist 소설가   publish 출판하다   autobiography 
자서전   newly released 새로 출시된   reveal 드러내다   

gloomy 우울한   novel 소설   in the first place 우선, 

첫째로   description 묘사, 서술   vibrant 활기찬, 생기가 

넘치는   as if 마치 ~인 것처럼   due to ~ 때문에   fame 
명성   popularity 인기   direct 감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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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①	Brian is a missing child in a 
department store.

②	Brian does not know exactly 
where he lives.

③	Brian was found in the 
children’s toy store.

④	Brian is wearing a T–shirt 
and blue jeans.

⑤	Brian is waiting for his 
parents on the third floor.

다음 중 안내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Brian은 백화점에서 길을 잃은 아이다.

② Brian은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모른다.

③ Brian은 아이들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되었다.

④ Brian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다.

⑤ Brian은 3층에서 그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다.

W: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e 
have found a missing child. The 
child’s name is Brian Kim. He says he is 
six years old and lives in an apartment. 
He doesn’t seem to know the exact 
name of it though. He was found on the 
third floor in the children’s toy store 
about five minutes ago. He is wearing a 
striped T-shirt and blue jeans. Will 
Brian’s parents please come to the 
information desk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department store as soon as 
you hear this announcement? He is with 
us waiting for you. Thank you.

w: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미아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Brian Kim입니다. 그는 여섯 살이고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의 

정확한 이름을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약 5분 

전에 3층의 아이들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Brian의 부모님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백화점 2층에 

위치한 안내 데스크로 와 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   missing child 미아   exact 정확한   

floor (건물의) 층   toy store 장난감 가게   striped 
줄무늬의   information desk 안내 데스크   located on 
~에 위치한   announcement 알림, 공고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will talk to the 
man’s roommate.

②	The man hasn’t talked to his 
roommate about his 
difficulties.

③	The man will ask his 
roommate to pay for his 
book.

④	The man will go to see the 
supervisor to discuss his 
roommate problem.

⑤	The man will move out of his 
dorm room.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남자의 룸메이트와 이야기할 것이다.

② 남자는 그의 어려움에 대해 룸메이트와 

이야기해 보지 않았다.

③ 남자는 그의 룸메이트에게 자신의 책 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④ 남자는 그의 룸메이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관리자를 만나러 갈 것이다.

⑤ 남자는 그의 기숙사 방에서 이사 나갈 것이다.

W: James, how is it going with your 
roomie?

M: Well, to tell you the truth, he has been 
a pain in my neck.

W: Is he still bringing his friends to your 
dorm room too often?

M: Not only that, but he also keeps using 
my stuff without my permission. He 
even lent my chemistry book to his 
friend without asking me. And do you 
know what? He said that his friend lost 
my book. He didn’t say sorry or 
anything.

W: Oh, my! It sounds like he is an awful 
person.

M: Yeah, i don’t think i can take him 
anymore.

W: You should really consider doing 
something about this matter. If you 
cannot take care of this problem, you’d 
better go to your dorm’s supervisor. You 
can ask him to find you a new roommate.

M: I didn’t want to do that at first, but now 
I don’t have much of a choice.

w: James, 룸메이트랑은 어때?

M: 음, 솔직히 말하면, 걔는 눈엣가시야.

w: 걔가 여전히 친구들을 네 기숙사 방으로 너무 자주 

데려오니?

M: 그뿐만 아니라, 계속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써. 

심지어는 내 화학 책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친구에게 빌려 주기도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알아? 걔 친구가 내 책을 잃어버렸대. 걔는 

미안하다거나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

w: 오, 이런! 걔 형편없는 사람 같다.

M: 응, 나도 걔를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w: 너 정말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할 것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기숙사 관리자에게 

가 보는 게 좋겠어. 그에게 새 룸메이트를 찾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M: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roomie (= roommate) 룸메이트   a pain in one’s neck 
눈엣가시   dorm 기숙사   permission 허락   chemistry 
화학   awful 끔찍한   consider 고려하다   supervisor 
관리자   at first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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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7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Wow, you guys will make a 
good couple.

②	How did you find this good 
apartment?

③	He looks cute. Please 
introduce him to me.

④	I think he is kind and 
generous.

⑤	How come you forgot your 
promise to me?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너희는 좋은 커플이 될 거야.

②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찾았니?

③ 저 사람 귀여워 보인다. 소개시켜 줘.

④ 나는 그가 친절하고 후한 것 같아.

⑤ 어떻게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

M: Come in. Thank you for coming to my 
housewarming party, Jessica.

W: Thank you for inviting me. What a nice 
apartment this is!

M: Thank you. It is better than the place I 
used to live in.

W: I’m glad you finally found a decent 
place to live in. Here’s a present for 
you.

M: Oh, you didn’t have to bring anything, 
but thank you. By the way, do you 
remember the guy that I said I would 
introduce to you?

W: You mean the guy who is working in 
your department?

M: Yes. He came here. If you want, I will 
introduce him to you.

W: Really? That would be okay, but can I 
check him out before saying hello?

M: Why not? Do you see the guy talking 
with my wife and holding a wine glass? 
What do you think of him?

M: 들어와. 내 집들이에 와 줘서 고마워, Jessica.

w: 초대해 줘서 고마워. 진짜 좋은 아파트다!

M: 고마워. 내가 전에 살았던 곳보다 좋아.

w: 네가 마침내 괜찮은 집을 마련해서 기쁘다. 여기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M: 오,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하지만 고마워. 

그나저나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남자 

기억해?

w: 너의 부서에서 일한다는 사람 말이야?

M: 응. 그도 여기 왔어. 원한다면 소개시켜 줄게.

w: 정말? 좋긴 한데, 인사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수 

있을까?

M: 왜 안 되겠어? 와인 잔을 들고 내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보이지? 어떻게 생각해?

housewarming party 집들이   used to 예전에 ~했다   

decent (수준, 질이) 괜찮은, 제대로 된   introduce 
소개하다   department 부서   check out (흥미로운 것을) 

살펴보다   hold 들다   generous 후한, 관대한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think commuting by 
subway was way better.

②	I haven’t decided which car I 
should buy.

③	It took a little longer, but I 
really enjoyed it.

④	I should have bought a 
second–hand car.

⑤	It was horrible due to the 
heavy traffic.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하철로 통근하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② 어떤 차를 사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③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④ 중고차를 샀어야 했어요.

⑤ 교통 체증 때문에 끔찍했어요.

M: John, who has worked for 3 years, 
finally saved enough money to buy a 
new car. He had hoped to have his own 
car and to commute to work in his car 
for a long time, so he was so excited 
about buying one. He searched for all 
the useful information and finally bought 
the car he wanted. Today,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drove his car to his 
workplace. It took a little longer than 
the subway, which he used to ride, due 
to traffic congestion, but he enjoyed the 
ride as he listened to music and let the 
cool, fresh air come in. When he got to 
work, one of his colleagues asked him 
how his drive wa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he say?

M: 3년간 일해 온 John은 마침내 새 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 그는 자기 소유의 차를 가지고 

자신의 차로 통근하는 것을 오랫동안 바랐었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이 났다. 그는 모든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고 마침내 그가 원하는 차를 

샀다.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장에 

차를 몰고 갔다. 교통 혼잡 때문에 그가 전에 타고 

다니던 지하철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는 음악도 듣고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즐겼다. 그가 직장에 

도착하자 그의 동료 하나가 그에게 운전이 어땠는지 

물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commute to work 통근하다   search for ~을 찾아보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workplace 직장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   colleague 동료   second-hand 
car 중고차   heavy traffic 교통 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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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registering for a 
literature class

②	joining a study group 
for a literature class

③	talking about a 
professor

④	meeting the woman’s 
cousin

⑤	sending a thank–you 
card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문학 수업에 등록하기

② 문학 수업 스터디 그룹에 합류하기

③ 어떤 교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④ 여자의 사촌 만나기

⑤ 감사 카드 보내기

M: Hello, Gloria. It’s me, Jay.

W: Oh, hi. What’s up?

M: I’m calling to see if you’d like to join a study group 
for our literature class.

W: You mean our literature 301 class?

M: Yes, that’s the one. Since our professor wants us 
to be creative and flexible in understanding the 
works that we read, I think we’d better share our 
ideas with one another after reading the books.

W: Oh, yeah. That’s a good idea. Who are the 
members of the group?

M: Brian and Amy from our class. We decided that 
our first meeting would be this Friday evening. 
Can you come?

W: Well, I’m supposed to meet my cousin that 
evening, but I think it’s possible to postpone our 
meeting. i will call you back after I change our 
arrangements.

M: i need you to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W: Okay, I will. Thanks for asking me to join your club.

M: 안녕, Gloria. 나야, Jay.

w: 오, 안녕. 무슨 일이야?

M: 우리 문학 수업 스터디 그룹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했어.

w: 우리 문학 301 수업 말이니?

M: 응, 바로 그거야. 우리 교수님은 우리가 읽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의적이고 

유연하기를 원하시니까, 책을 읽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w: 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룹 멤버는 누구니?

M: 우리 반의 Brian과 Amy야. 우리는 첫 모임을 

이번 금요일 저녁으로 정했어. 올 수 있니?

w: 음, 그날 저녁에 내 사촌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만남을 미룰 수 있을 거야. 약속을 

바꾸고 다시 전화해 줄게.

M: 가능한 한 빨리 알려 줘.

w: 알겠어. 네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라고 해 줘서 

고마워.

literature 문학   professor 교수   creative 
독창적인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work 작품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register 등록하다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famous Impressionists
②	famous works of the Impressionists
③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ressionists
④	how to appreciate Impressionist Art
⑤	the successors of Impressionist Art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

② 인상파 화가들의 유명한 작품

③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

④ 인상파 미술을 감상하는 방법

⑤ 인상파 미술의 계승자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The Impressionists did not like to blend colors.
②	The Impressionists went outside to draw.
③	The Impressionists did not like primary colors.
④	The changes the Impressionists made were not welcome at first.
⑤	Impressionist Art started to gain popularity as time went by.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상파 화가들은 색을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② 인상파 화가들은 밖에 나가서 그렸다.

③ 인상파 화가들은 원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④ 인상파 화가들이 만든 변화는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다.

⑤ 인상파 미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W: In today’s lecture, we will lear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mpressionist Art. The 
Impressionists didn’t follow the common styles 
of painting during their time. Firstly, they didn’t 
blend colors. Instead, they used the primary 
colors and put them side by side so that the 
eyes of the viewers would blend them. 
Secondly, unlike painters who drew only 
indoors, they went outside to paint. They tried 
to make objects and people look as lively as 
possible. The changes they made were not 
welcome at first, but, as time went by, they 
started to gain popularity.

w: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인상파 미술의 특징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그 당시 그림의 일반적인 스타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색을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원색을 사용하고 그들을 

나란히 둠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섞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단지 실내에서만 그렸던 화가들과는 달리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렸습니다. 그들은 사물과 사람들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보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만든 변화는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characteristic 특징, 특성   impressionist 인상파의; 인상파 화가   blend 섞다   

primary color 원색   side by side 나란히   viewer 보는 사람   unlike ~와 달리   

indoors 실내에서   object 사물   lively 활기찬, 생생한   gain 얻다   appreciate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successor 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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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지갑을 

고르시오.

M: excuse me. Can I help you?

W: Yes. I’d like to buy a wallet.

M: Who’s going to use it?

W: I will.

M: Okay. We have two different kinds. One 
is a clutch shape. It is long and 
rectangular. The other one is pocket 
sized and foldable. Which one do you 
prefer?

W: I prefer the long one. Foldable ones are 
a little bit uncomfortable for me.

M: I see. Are there any specific features 
that you prefer?

W: I want one with no brand logo and no 
metal decorations on it. I just want a 
plain one.

M: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red 
wallet? Red is this year’s trendy color.

W: Oh, I like it. I’ll take it.

M: 실례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w: 네. 지갑을 사고 싶어서요.

M: 누가 사용하실 건가요?

w: 제가요.

M: 알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러치 형태예요. 길고 직사각형이죠. 다른 하나는 

포켓 크기이고 접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w: 저는 긴 것이 더 좋습니다. 접이식은 제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M: 알겠습니다. 선호하시는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w: 겉에 상표 로고가 없고 금속 장식도 없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냥 무늬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M: 그러면 이 빨간 지갑이 어떠세요? 빨간색이 올해 최신 

유행 색이거든요.

w: 오, 마음에 듭니다. 그것으로 주세요.

wallet 지갑   clutch (꽉) 붙잡음, 움켜쥠   rectangular 
직사각형의   foldable 접을 수 있는   uncomfortable 
불편한   specific 특정한   feature 특색, 특징, 특성   

brand logo 상표 로고   metal decoration 금속 장식   

plain 꾸미지 않은, 무늬가 없는   trendy 최신 유행의

0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nnoyed
②	touched
③	angry
④	peaceful
⑤	sad

① 짜증 난

② 감동받은

③ 화난

④ 평화로운

⑤ 슬픈

W: Stop! Stop! Where are we going?

M: please calm down. You’ll know soon.

W: Come on! Don’t just take me 
somewhere without telling me what’s 
going on.

M: Please wait for a while. I’ll tell you as 
soon as we arrive.

W: Okay. I’ll keep quiet.

M: Thank you. can you close your eyes 
now?

W: What? Why?

M: Please. Please close your eyes. I’m not 
going to do anything bad. Don’t worry.

W: Okay. (After a while) Can I open my 
eyes now?

M: Yes. Happy birthday, Amy! Can you give 
me your hand?

W: What a beautiful ring!

M: Will you marry me?

W: Oh, John. I definitely will.

w: 멈춰! 멈춰! 어디 가는 거야?

M: 진정해. 금방 알게 될 거야.

w: 이러지 마! 무슨 일인지 말도 없이 그냥 나를 어디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

M: 잠시만 기다려 줘. 도착하면 바로 말해 줄게.

w: 알았어. 조용히 있을게.

M: 고마워. 이제 눈을 감아 줄래?

w: 뭐? 왜?

M: 제발. 눈을 감아 줘. 나쁜 짓 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w: 알았어. (잠시 후) 이제 눈 떠도 돼?

M: 응. 생일 축하해, Amy! 나한테 손 좀 줄래?

w: 너무 아름다운 반지다!

M: 나랑 결혼해 줄래?

w: 오, John. 당연하지.

calm down 진정하다   take 데려가다   for a while 잠시   

as soon as ~하자마자   marry 결혼하다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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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smoking addictions
②	health problems
③	the side effects of smoking
④	homeschooling
⑤	teenagers’ smoking

① 흡연 중독

② 건강 문제

③ 흡연의 부작용

④ 홈스쿨링

⑤ 청소년 흡연

W: An increasing number of teenagers are 
smoking nowadays. The age when 
people start smoking is getting younger 
and younger as well. Shockingly, many 
young people smoke their first cigarette 
when they are in middle school or 
elementary school. They are exposing 
themselves to health problems. They 
are too young to recognize how serious 
these problems are. Secondhand 
smoke is a serious problem among 
female students as well. Many high 
school students are affected by 
smoking at home or in public places. I 
would like to say that adults should try 
to quit smoking. Teenagers are 
vulnerable to the dangers of smoking 
and are likely to get addicted to it, too. 
Moreover, there should be long-term 
smoking-prevention programs at all 
schools. I think that students should 
listen to antismoking talks at least once 
a year.

w: 요즈음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 또한 점차 

어려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 담배를 피웁니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려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간접흡연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금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대들은 흡연의 위험에 취약하며, 또한 흡연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학교에는 

장기적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일년에 한 번은 금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pose oneself to ~에 노출되다   recognize 인식하다   

serious 심각한   secondhand smoke 간접흡연   affect 
영향을 끼치다   public place 공공장소   quit 그만하다   

vulnerable to ~에 취약한   danger 위험   be likely to 
~할 것 같다   get addicted to ~에 중독되다   long-term 
장기적인   prevention 방지, 예방   antismoking 금연의, 

흡연에 반대하는   addiction 중독   side effect 부작용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을 

고르시오.

①	$10.00
②	$12.50
③	$17.00
④	$19.00
⑤	$31.00

① 10달러

② 12.50달러

③ 17달러

④ 19달러

⑤ 31달러

W: I think I’m all set.

M: Let me see the items you got. You have 
three bags of coconut chips, two cans 
of peanuts, and a box of dried mangos.

W: How much are they?

M: The coconut chips are $2.50 each, but 
if you buy two, you get one free. each 
can of peanuts is $5, and there’s no 
promotion going on now. And a pack of 
dried mangos costs $2, and there are 
ten packs in a box. Since you’re buying 
a whole box, there is a 20% discount.

W: I see. do you have a delivery service?

M: Yes, we do.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Delivery is free of charge.

W: Thank you very much. Here is a $50 bill.

w: 다 된 것 같습니다.

M: 갖고 오신 물품을 보겠습니다. 코코넛 칩 세 봉지, 

땅콩 캔 두 개, 말린 망고 한 상자네요.

w: 얼마인가요?

M: 코코넛 칩은 개당 2.5달러인데, 두 개를 사시면 

하나는 무료입니다. 땅콩 캔은 각각 5달러씩이고, 

지금은 진행되는 판촉 행사가 없습니다. 말린 망고 한 

팩은 2달러이고, 한 상자에 10개의 팩이 들어 

있습니다. 박스로 구입하시니까 20% 할인됩니다.

w: 그렇군요. 배달 서비스도 있나요?

M: 네,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써 주세요. 배달은 

무료입니다.

w: 감사합니다. 여기 50달러 지폐입니다.

all set 다 준비된   item 품목   promotion 판촉, 홍보   go 
on 진행되다   discount 할인   delivery 배달   free of 
charge 무료로   bill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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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8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축제에 참석하는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see some famous singers
②	to keep a promise to her 

mom
③	to take some pictures
④	to take her younger sister out
⑤	to report the news

① 유명 가수들을 보기 위해

②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③ 사진을 찍기 위해

④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⑤ 소식을 전하기 위해

M: Did you hear the news? We’re going to 
have our annual school festival next 
week.

W: Yeah. I heard about that.

M: Are you going?

W: Absolutely. And you?

M: Well, I really want to, but I can’t.

W: Why not? I heard that 2PM is coming. 
I’m a big fan of them. I can’t wait to see 
them sing some songs and dance on 
stage. It will be a good chance for us to 
see them up close.

M: I know. But I promised my mom that I 
would take care of my younger sister on 
that day. She has to attend a very 
important meeting.

W: That’s too bad. I’ll take as many 
pictures as I can and will show them to 
you.

M: Thank you. I’m really sad I can’t join 
you.

M: 너 그 소식 들었니? 다음 주에 우리 학교 연례 축제가 

있을 거래.

w: 응. 들었어.

M: 갈 거니?

w: 당연하지. 너는?

M: 음, 정말 가고 싶지만 못 가.

w: 왜? 2PM이 온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들의 열성 

팬이거든. 그들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빨리 

보고 싶어. 우리가 그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M: 나도 알아. 그런데 그날 여동생을 돌보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어. 엄마가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거든.

w: 안됐다. 내가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찍어서 네게 보여 

줄게.

M: 고마워. 너와 함께 못 가서 정말 슬프다.

annual 연례의   festival 축제   a big fan of ~의 열성 팬   

i can’t wait to ~ 빨리 ~하고 싶다   up close 바로 

가까이에   attend 참석하다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buy him some peanuts
②	buy him some plain mixed 

nuts
③	go to the supermarket 

together
④	buy him some roasted and 

salted almonds
⑤	buy him some plain almonds 

or salted mixed nuts

① 그에게 땅콩 사다 주기

② 그에게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혼합 견과류 사다 

주기

③ 슈퍼마켓에 함께 가기

④ 그에게 구워서 염분이 있는 아몬드 사다 주기

⑤ 그에게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아몬드나 염분이 

있는 혼합 견과류 사다 주기

W: I am going to the supermarket. Is there 
anything you want?

M: I want some almonds that are not 
salted.

W: Really? I thought you prefer roasted and 
salted almonds.

M: That only applies to peanuts, especially 
honey-roasted peanuts. As for almonds, 
plain ones are much better.

W: I see. I will look for plain almonds then.

M: If you can’t find any, please buy the 
mixed nuts instead.

W: What flavor do you want this time?

M: Hmm... Salted.

W: Okay. I’ll try to look for your first choice, 
but if it’s unavailable, I’ll buy your 
second choice.

M: Thank you very much.

w: 나 슈퍼마켓에 갈 거야. 뭐 원하는 것 있니?

M: 염분이 없는 아몬드 좀 사다 줘.

w: 정말? 나는 네가 구워서 염분이 있는 아몬드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M: 그건 땅콩에만 그래. 특히 꿀을 발라서 구운 땅콩. 

아몬드는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게 훨씬 나아.

w: 알았어. 그러면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아몬드를 

찾아볼게.

M: 혹시 못 찾으면, 대신 혼합 견과류를 사다 줘.

w: 이번에는 어떤 맛을 원해?

M: 음… 염분이 있는 것.

w: 알았어. 일단 네가 처음에 선택한 것을 찾아보고, 만일 

없으면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을 사 올게.

M: 정말 고마워.

salted 소금에 절인, 염분이 있는   roasted 구운   apply to 
~에 적용되다   as for ~에 관해 말하자면   plain (음식이) 

담백한, 양념을 치지 않은   mixed nuts 혼합 견과류   flavor 
향미, 맛   unavailable 손에 넣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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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zoo
②	a hospital
③	a park
④	a mountaintop
⑤	a beach

① 동물원

② 병원

③ 공원

④ 산꼭대기

⑤ 해변

M: Take a deep breath. isn’t the air really 
fresh?

W: (Taking a deep breath) Whew. It’s really 
fresh. The air at the top is really different 
from the air at the bottom.

M: I agree. That’s why people climb up 
here. Now take a look down. Check out 
the scenery.

W: I can’t. I feel dizzy and scared.

M: Oh, come on. I’m not going to make 
you fall down or anything. Don’t worry.

W: Ha ha. It’s not that.

M: You’re as timid as a rabbit.

W: don’t tease me. Wow! It’s so beautiful. 
I can see the whole city, and everything 
looks so tiny.

M: Now you’re getting braver. Let’s take 
some pictures so that we can have 
some memories of climbing this high.

W: Okay.

M: 심호흡해 봐. 공기가 참 신선하지 않니?

w: (심호흡하며) 휴. 정말 상쾌하다. 정상의 공기는 

아래의 공기와 정말 다르네.

M: 동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르나 봐. 이제 

아래를 봐. 경치를 살펴봐.

w: 볼 수가 없어. 어지럽고 무서워.

M: 오, 왜 그래. 너를 떨어지게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야. 걱정 마.

w: 하하. 그게 아니야.

M: 너 아주 소심하구나.

w: 약 올리지 마. 와! 정말 아름답다. 도시 전체가 다 

보이고, 모든 게 아주 작아 보이네.

M: 이제 점점 용감해지는군.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온 

기념으로 사진 찍자.

w: 그래.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하다   fresh 신선한   different 
from ~와 다른   take a look down 아래를 보다   check 
out 살펴보다   scenery 경치, 풍경   dizzy 어지러운   fall 
down 떨어지다   as timid as a rabbit 토끼처럼 겁이 

많은, 매우 소심한   tease 놀리다   tiny 아주 작은   brave 
용감한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한 충고를 

고르시오.

①	become the class president
②	be helpful
③	do not show off
④	show generosity to others
⑤	do not feel ashamed

① 학급 회장 되기

② 도움을 주기

③ 으스대지 말기

④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기

⑤ 부끄러워하지 말기

W: What are you staring at? Why are you 
knitting your eyebrows?

M: I don’t like Sam, the class president.

W: Why? I heard that he is very smart, 
helpful, and generous.

M: Right. But sometimes he puts on airs.

W: Really? What I heard is that he is a 
modest person even though he is good 
at almost everything.

M: He is probably just pretending to be 
that way.

W: Oh, Jack. Don’t be so mean. You have a 
tendency to be partial in your judgment. 
Don’t do that. He is your classmate. 
You should be a broadminded person. 
Got it?

M: Okay. I’ll try. I feel ashamed of myself.

w: 무엇을 노려보고 있는 거니? 왜 인상 쓰고 있어?

M: 나는 우리 반 회장 Sam이 마음에 안 들어.

w: 왜? 걔는 매우 똑똑하고, 잘 도와주고, 관대하다고 

들었는데.

M: 맞아. 그런데 가끔 잘난 체를 해.

w: 정말? 내가 들은 바로는, 걔는 거의 모든 것을 

잘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라던데.

M: 아마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겠지.

w: 오, Jack.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마. 너는 판단이 

편파적인 경향이 있어. 그러지 마. 걔는 네 학급 

친구잖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니?

M: 알았어. 노력할게. 부끄럽다.

stare at ~을 노려보다   knit one’s eyebrows 눈살을 

찌푸리다, 인상 쓰다   generous 관대한, 후한   put on airs 
잘난 체하다   modest 겸손한   pretend to ~인 체하다   

mean 못된, 짓궂은   have a tendency to ~하는 경향이 

있다   partial 편파적인   judgment 판단   broadminded 
마음이 넓은   ashamed of oneself 부끄러운, 창피한   

show off 으스대다   generosity 관대함, 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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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8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merits of the woman’s 
new job

②	the demerits of the woman’s 
new job

③	the reason why the woman 
changed her job

④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man’s new boss

⑤	the atmosphere of the 
woman’s new job

① 여자의 새 직장의 장점

② 여자의 새 직장의 단점

③ 여자가 이직한 이유

④ 여자의 새 상사의 성격

⑤ 여자의 새 직장의 분위기

M: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W: Well... so far so good.

M: It’s nice to hear that. What is the best 
thing about your new job?

W: My coworkers are very helpful and 
cheerful. The atmosphere at my 
previous job was uncomfortable, but 
here it’s totally different.

M: That’s good. Does your new job pay 
more?

W: No. It is the only thing that I’m not 
satisfied with. My salary is 20% lower.

M: That’s too bad. But money is not 
everything as long as you like what you 
are doing.

W: You’re right. That’s why I changed my 
job. For some reason, I really feel 
comfortable being in my new 
workplace.

M: I’m glad to hear that. i hope you don’t 
change your mind.

M: 새로운 일은 어때?

w: 음… 지금까지는 괜찮아.

M: 다행이다. 새로운 일의 가장 좋은 점이 뭐니?

w: 동료들이 매우 협조적이고 쾌활해. 이전 직장의 

분위기는 불편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

M: 잘됐다. 새 직장에서는 돈을 더 주니?

w: 아니. 그게 유일하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급여가 20% 낮아.

M: 안됐다. 하지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는 한 

돈이 전부는 아니지.

w: 맞아. 그래서 내 일을 바꾼 거야. 무슨 이유인지, 새 

직장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해.

M: 그 말을 들으니 좋다. 그 마음이 안 변하길 바래.

coworker 동료   cheerful 발랄한, 쾌활한   atmosphere 
분위기   previous 이전의   uncomfortable 불편한   

totally 완전히, 전적으로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salary 급여, 봉급   as long as ~하는 한   for 
some reason 무슨 이유로, 어떤 까닭인지   workplace 
직장   merit 장점   demerit 단점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talk?

①	The new line of products is 
now available.

②	Toms is the brand name of 
some products for women.

③	The designs of the products 
are vivid to attract 
youngsters.

④	The market for Toms is not 
promising.

⑤	The products will only be 
available in department 
stores.

다음 중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이 신상품 라인은 현재 구할 수 있다.

② Toms는 여성을 위한 상품의 브랜드 이름이다.

③ 이 상품들의 디자인은 젊은이들을 끌기 위해 

선명하다.

④ Toms의 시장은 유망하지 않다.

⑤ 이 상품들은 백화점에서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M: Hello. I am here to introduce a new line 
of products coming out next month. 
The brand name is Toms. It is a brand 
for men. There will be a wide range of 
products, including aftershave lotion 
and skin cream. Toms is intended to 
attract youngsters, so the designs on 
the packages are vivid and use primary 
colors. These days, youngsters don’t 
hesitate to spend money to improve 
their looks, so it is obvious that Toms 
will be in a growing market. However, 
considering youngsters’ financial 
situations, the products are going to be 
in the $50 price range. The products will 
be available in many stores, including 
easily accessible supermarkets and 
convenience stores.

M: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 나오게 될 신상품 라인을 

소개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Toms이고, 남성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애프터 

셰이브 로션, 스킨 크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Toms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포장의 디자인은 선명하며 

원색을 사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Toms는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 상품들의 

가격대는 50달러 이내가 될 것입니다. 이 상품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을 포함하여 

많은 가게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troduce 소개하다   product 상품   a wide range of 
다양한 종류의   attract 마음을 끌다   youngster 젊은이   

vivid 선명한   hesitate 주저하다   look 외모   obvious 
분명한   financial 재정적인   price range 가격대   

available 구할 수 있는   accessible 접근[이용] 가능한   

promising 유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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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and the man are 
talking about their plans after 
graduation.

②	The man wants to go to a 
graduate school abroad.

③	The man wants to study a 
new subject in graduate 
school.

④	The woman will find a job 
after she graduates.

⑤	The woman wants to support 
herself financially after she 
graduates.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와 남자는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② 남자는 해외에서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한다.

③ 남자는 대학원에서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

④ 여자는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할 것이다.

⑤ 여자는 졸업한 후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싶어 

한다.

W: Peter, have you thought a lot about your 
future?

M: Well, I am making plans for my future, 
especially after I graduate.

W: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graduation?

M: I want to go abroad and study at a graduate 
school.

W: You want to continue studying?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 go to?

M: Probably the U.S. or england.

W: And what will you study? The same subject 
that you’re majoring in now?

M: Yes. That’s right. I want to learn more about 
journalism to become a good journalist.

W: That sounds great. I am sure you will 
become one.

M: Thanks. Now, tell me about what you are 
going to do after graduation.

W: I am thinking of getting a job as soon as 
possible. I want to earn enough money to 
support myself so that I don’t have to rely 
on my parents financially anymore.

w: Peter, 네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니?

M: 음, 특히 졸업한 후의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w: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은데?

M: 외국으로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

w: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어떤 나라로 가고 

싶은데?

M: 아마 미국이나 영국.

w: 그럼 무엇을 공부할 거니?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과목?

M: 응. 맞아. 나는 언론학을 더 많이 배워서 좋은 

언론인이 되고 싶어.

w: 그거 멋지다. 넌 분명 좋은 언론인이 될 거야.

M: 고마워. 자, 이제 너는 졸업 후에 뭘 할 건지 

말해 줘.

w: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직장을 구하려고 해.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더는 재정적으로 기댈 필요 없도록 

하고 싶어.

graduate 졸업하다   graduation 졸업   graduate 
school 대학원   continue 계속하다   major in ~을 

전공하다   journalism 언론학   journalist 언론인   

support oneself 자립하다   so that ~하기 위해서   

rely on ~에 의지하다   financially 재정적으로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has a problem with 
his ear.

②	The woman tells the man a 
lie about what she did.

③	The woman does not want to 
be a good neighbor.

④	The woman recently moved 
in.

⑤	The man will ask the woman 
to go out with him.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자는 귀에 문제가 있다.

② 여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남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③ 여자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

④ 여자는 최근에 이사 왔다.

⑤ 남자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다.

M: Hi. I am John. I live next door.

W: It’s nice to meet you again. How are you?

M: To be honest, not very well. can you guess 
the reason why i came to see you?

W: I don’t know. What is it?

M: I couldn’t go to sleep because of the noise 
coming from your house last night. And 
when I got up in the morning, I could still 
hear lots of noise. I tried not to come here to 
say this since I wanted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 as a new neighbor, but...

W: I am very sorry. I didn’t know that the walls 
in this apartment building were so thin, so I 
didn’t realize that the noise would distract 
you. It’s just that I’ve been rearranging my 
furniture since last night. I am still not done 
unpacking everything since I have been too 
busy.

M: I see. Anyway, please be extra careful not to 
make excessive noise anymore.

W: Yes. Again, I am very sorry.

M: 안녕하세요. 저는 John이에요. 옆집에 살죠.

w: 또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M: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 못해요. 제가 당신을 

보러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어요?

w: 모르겠어요. 뭐죠?

M: 어젯밤에 당신의 집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많은 소음이 들렸어요. 새 이웃으로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러 여기 오지 않으려 했지만……

w: 너무 죄송해요. 이 아파트 건물 벽이 이렇게 

얇은 줄 몰라서, 소음이 당신을 정신 산란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제가 어젯밤부터 

가구를 재배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직 모든 짐을 풀지 못했거든요.

M: 알겠어요. 어쨌든 지나친 소음을 더는 내지 

않도록 더 주의 기울여 주세요.

w: 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noise 소음   make a 
good impression on ~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   

distract 정신을 산만하게 하다   rearrange 
재배치하다   furniture 가구   unpacking 짐 풀기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go out with ~와 

데이트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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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8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didn’t know you are a 
teacher, too.

②	Thank you for saying that. It’s 
good to know I’ve helped 
you.

③	You were the best teacher 
that I ever had.

④	Why did you say that all of a 
sudden?

⑤	I wonder why you have 
completely forgotten all 
about me.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너도 선생님인 줄은 몰랐구나.

②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맙다.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아서 좋구나.

③ 너는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었어.

④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니?

⑤ 왜 네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잊었는지 

궁금하다.

W: Mr. White, do you recognize me?

M: Gloria, is that you? What a pleasant 
surprise!

W: Wow! I’m surprised that you recognize 
me. You have a good memory.

M: How could I forget you? You were 
sincere at everything, and you got the 
best grades in the class almost every 
time.

W: Wow. I am very happy that you 
remember me as a good student. Do 
you still teach at school?

M: Yeah. I am teaching high school 
students now.

W: I am sure those students are very lucky 
to have a teacher like you.

M: Oh, do you think so?

W: Sure. Whenever I have some difficulties 
in my life, I always think about what you 
told me all the time.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ard practice. And 
that has helped me get through a lot of 
difficult times in my life.

w: White 선생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M: Gloria, 너니? 정말 반갑구나!

w: 와! 저를 알아보시다니 놀라워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M: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너는 매사에 성실했고, 

거의 매번 반에서 일등을 했잖니.

w: 와. 저를 좋은 학생으로 기억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치시나요?

M: 응. 지금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단다.

w: 그 학생들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겠어요.

M: 오, 그렇게 생각하니?

w: 물론이죠.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항상 

선생님께서 늘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요. 

열심히 연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인생에서 많은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recognize 알아보다   pleasant surprise 뜻밖의 기쁨   

memory 기억   sincere 성실한, 진지한   grade 점수   

difficulty 어려움   through ~을 통해서   practice 연습   

all of a sudden 갑자기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hate him a lot because he is 
rude.

②	I want to see you regret what 
you’ve done.

③	I don’t know why you want to 
become a teacher.

④	Can you tell me why you 
want to see me?

⑤	Please be more sincere so you 
won’t have regrets in the 
future.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는 무례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너무 싫어.

② 나는 네가 한 일을 후회하는 것을 보고 싶어.

③ 나는 네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④ 왜 내가 보고 싶은지 말해 줄 수 있니?

⑤ 장차 후회하지 않도록 좀 더 상실하게 살아라.

W: Jenny is a high school teacher. She is 
kind and takes good care of her 
students, so her students like her very 
much. Since she likes to help the 
people around her, she is very happy 
being a teacher who can help any 
students in need. But there is a student 
who makes her feel helpless. No matter 
how hard she tries to help him study 
hard and live a better life, he doesn’t 
seem to follow her instructions. He 
wastes his time a lot playing games and 
hanging out with his friends. Jenny 
knows that he will regret this in the near 
future and wants to tell him to be more 
responsible about his life. What would 
she say in this situation?

w: Jenny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녀는 친절하고 

학생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된 것을 매우 기뻐한다. 하지만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한 학생이 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도우려고 애써도, 그는 그녀의 지도를 따르는 

것 같지 않다. 그는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데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Jenny는 그가 

가까운 미래에 이것을 후회할 것임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말은?

in need 어려움에 처한   helpless 무기력한, 속수무책인   

no matter how 아무리 ~일지라도   follow 따르다   

instruction 가르침, 지도   waste 낭비하다   hang out 
with ~와 어울려 다니다   regret 후회하다; 후회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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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woman’s weekend 
plans

②	waiting for the 
weekend

③	why the man hates 
Wednesdays

④	what to write for the 
report

⑤	what to eat for lunch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여자의 주말 계획

② 주말 기다리기

③ 남자가 수요일을 싫어하는 이유

④ 보고서에 써야 할 내용

⑤ 점심에 먹을 것

M: Hey, vicky. What’s up? You look like you don’t have 
any energy today.

W: Well, it’s only Wednesday.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before the weekend.

M: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coming weekend?

W: not really. But it will still be good since we won’t 
have to come in to work. Wednesday is the day I feel 
the most tired and don’t want to do anything at all.

M: Really? To me, Monday is the hardest day. You know 
it’s the day after the weekend.

W: Lots of workers might feel that way. It’s funny that 
most workers wait for the weekend to come for the 
entire week.

M: Right. i guess it’s a universal thing. By the way, 
have you finished the report the boss asked you to 
do?

W: I am still working on it. I think I can finish it before 
lunch today.

M: 야, Vicky. 무슨 일이야? 오늘은 힘이 전혀 

없어 보여.

w: 음, 겨우 수요일이라서. 주말까지 갈 길이 

아직 멀었잖아.

M: 오는 주말에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w: 아니, 별로. 하지만 일하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좋을 거야. 수요일은 내가 

가장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야.

M: 정말? 내게는 월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야. 

알다시피 주말 다음 날이잖아.

w: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게 느낄 거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주일 내내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웃기다.

M: 맞아. 그건 일반적인 현상 같아. 그나저나 

사장님이 하라고 시킨 보고서는 끝냈어?

w: 아직 하고 있어.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funny 재미있는, 웃긴   wait for ~ to... ~가 

…하기를 기다리다   entire 전체의   universal 
일반적인, 보편적인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how fruits first became popular
②	the reason why fruits taste sweet
③	the kinds of fruits people like
④	the nutritional effects of fruits
⑤	how to remember the names of fruits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과일이 처음 인기를 얻게 된 계기

② 과일이 달콤한 맛을 내는 이유

③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의 종류

④ 과일의 영양상의 효과

⑤ 과일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Fruits have been popular since ancient times.
②	Fruits have a lot of nutrition.
③	Fruits provide quick boosts of energy since they get 

digested easily.
④	Fish is much better than fruit when it comes to 

boosting one’s memory.
⑤	The sugar in fruits is good for a person’s brain.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과일은 고대부터 인기 있었다.

② 과일은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

③ 과일은 쉽게 소화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빨리 북돋워 준다.

④ 기억력 신장에 관한 한 생선이 과일보다 훨씬 좋다.

⑤ 과일에 함유된 당은 인간의 뇌에 좋다.

M: Fruits, whether they are fresh or dried, have been popular 
foods with human beings since ancient times. They are 
not only tasty and provide us with satisfaction when we 
eat them, but they are also very nutritious. Because they 
are full of minerals, vitamins, and enzymes, they also 
serve as good medicines. They are easily digestible, so 
they can provide people with quick boosts of energy. Not 
only that, but they are also known to improve the 
functions of the brain. A long time ago, people thought 
that only fish like salmon, which is rich in omega-3, was 
good for the brain. But the natural sugar in fruits has been 
determined to stimulate the memory and help people 
remember information more easily.

M: 과일은 신선한 것이든 말린 것이든 고대부터 인간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그들은 

맛있어서 먹을 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매우 높다. 그들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약으로도 사용된다. 그들은 쉽게 소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재빨리 북돋워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도 

알려져 있다. 오래 전에 사람들은 오메가 3가 풍부한 연어와 같은 생선만이 뇌에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일 속에 함유된 천연 당은 기억력을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기억하도록 도와준다고 밝혀졌다.

ancient times 고대   tasty 맛있는   provide ~ with... ~에게 …을 제공하다   satisfaction 
만족   nutritious 영양가가 높은   mineral 미네랄   enzyme 효소   digestible 소화가 잘되는   

boost (신장시키는) 힘, 북돋음   function 기능   salmon 연어   rich in ~이 풍부한   determine 
알아내다, 밝히다   stimulate 자극하다,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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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이용할 지하철 

노선을 모두 고르시오.

①																				line number 1

②																				line number 2

③																				line number 3

④																				line number 4

⑤																				line number 5

① 지하철 1호선

② 지하철 2호선

③ 지하철 3호선

④ 지하철 4호선

⑤ 지하철 5호선

M: Let’s look on the web to find out how to 
get to Kyungbok Palace.

W: That’s a good idea.

M: Where is our starting point?

W: Sadang Station.

M: Okay. There are three different ways. 
The first way is to take the number 4 
line and then transfer to the number 3 
line at Chungmuro Station. The second 
way is to take the number 2 line and 
then transfer to the number 3 l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on. Lastly, we can take the number 
4 line, get off at Seoul Station, and then 
take bus number 1711.

W: Wow! There are several ways we can 
go.

M: Right. Which way do you prefer? The 
first is the fastest way.

W: Then let’s take the first option.

M: Okay.

M: 경복궁에 가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자.

w: 좋은 생각이야.

M: 출발지가 어디야?

w: 사당역.

M: 응. 세 가지 방법이 있네. 첫 번째 방법은 4호선을 

타고 충무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2호선을 타고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는 

거야. 마지막으로, 4호선을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1711번 버스를 탈 수도 있어.

w: 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네.

M: 그래. 너는 어떤 방법이 더 좋아? 첫 번째가 가장 

빠르긴 해.

w: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하자.

M: 좋아.

on the web 인터넷에서   find out (조사하여) 발견하다, 

알아내다   palace 궁전   starting point 출발점, 출발지   

transfer to ~로 갈아타다   get off (차에서) 내리다   

option 선택, 선택할 수 있는 것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excited
②	anxious
③	pleased
④	disappointed
⑤	angry

① 신이 난

② 불안해하는

③ 기쁜

④ 실망한

⑤ 화난

W: Daniel, why are you standing in front of 
the door?

M: No reason.

W: Then why do you keep on looking at the 
clock?

M: Actually, I’m waiting for a piece of 
registered mail. I applied to a university, 
and today is the day that the letters of 
acceptance are being delivered.

W: Oh, boy. It might get delivered 
tomorrow or the day after tomorrow.

M: I can’t do anything until it arrives. I can’t 
concentrate on anything.

W: I understand. But you have to calm 
down and relax.

M: Okay. I’ll try. What should I do if I fail to 
get accepted? I really want to go there.

W: Think positively. I’ll tell you right away 
when the mail carrier comes.

M: Thank you, Mom.

w: Daniel, 왜 문 앞에 서 있니?

M: 아무것도 아니에요.

w: 그러면 왜 계속 시계를 보고 있니?

M: 실은 등기우편 한 통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 

지원했는데, 오늘이 합격통지서가 배달되는 

날이거든요.

w: 오, 얘야. 내일이나 모레 배달될 수도 있잖아.

M: 그게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w: 이해해. 그렇지만 진정하고 느긋하게 있어야 해.

M: 네. 그렇게 해 볼게요. 만일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저는 꼭 거기에 가고 싶은데.

w: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편배달부가 오면 내가 바로 

말해 줄게.

M: 고마워요, 엄마.

keep on -ing 계속 ~하다   registered mail 등기우편   

apply to ~에 지원하다   letter of acceptance 
합격통지서   deliver 배달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calm down 진정하다   relax 느긋하게 쉬다   get 
accepted 받아들여지다   positively 긍정적으로   mail 
carrier 우편배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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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the hotel’s new regulations
②	the hotel’s new chef
③	the hotel’s new restaurant
④	the hotel’s new menu items
⑤	the hotel’s new telephone 

number

① 호텔의 새 규정

② 호텔의 새 주방장

③ 호텔의 새 식당

④ 호텔의 새 메뉴 항목

⑤ 호텔의 새 전화번호

M: Dear customers: Our hotel’s Chinese 
restaurant presents a variety of Chinese 
noodles that are selected by the chef. 
Some of the newly introduced noodle 
dishes include ones with hot and spicy 
seasonings. They are perfect for 
autumn’s cool weather. And we also 
have a variety of new Japanese noodle 
dishes featuring the freshest seafood 
currently in season. The prices range 
from 18,000 won to 38,000 won. The 
hotel’s main restaurant is also featuring 
several mushroom dishes to celebrate 
the autumn season. The special dishes 
include crispy mushrooms and an herb 
salad with lemon. Mushrooms not only 
help reduce cholesterol and promote 
digestion but also stimulate the 
circulation of blood in the body. For 
reservations and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1234-1234. Thank you.

M: 투숙객 여러분. 저희 호텔의 중국 식당에서 주방장이 

엄선한 다양한 중국식 면 요리를 선보입니다. 새롭게 

소개되는 면 요리들 중에는 뜨겁고 매운 양념이 첨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을의 서늘한 날씨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나온 다양한 

일본식 면 요리들도 있는데, 현재 제철인 가장 신선한 

해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18,000원부터 

38,000원 사이입니다. 호텔의 주 식당에서는 

가을철을 기념하는 몇 가지 버섯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별 요리에는 바삭바삭한 버섯과 레몬을 

곁들인 허브 샐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혈액 순환도 활성화시킵니다. 

예약 및 기타 문의 사항은 1234-1234로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variety of 다양한   noodle 국수, 면   select 선택하다   

chef 주방장, 요리사   seasoning 양념, 조미료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특징으로 삼다   seafood 해산물   in 
season 제철인   mushroom 버섯   celebrate 축하하다   

crispy 바삭바삭한   reduce 줄이다   promote 촉진하다   

digestion 소화   circulation of blood 혈액 순환   

reservation 예약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1,020
②	$1,080
③	$1,200
④	$1,147.50
⑤	$1,350

① 1,020달러

② 1,080달러

③ 1,200달러

④ 1,147.50달러

⑤ 1,350달러

W: i’m looking for a kimchi refrigerator.

M: The two major kinds are the standing 
type and the covered type.

W: Which one is more useful?

M: The standing type is trendier these days 
because it is almost twice as large as 
the covered type.

W: How much are they?

M: The standing type ranges in price from 
$1,200 to $2,000, and the covered type 
sells for between $500 and $1,000.

W: Please show me some standing types 
then.

M: Okay. This white one is $1,200, and the 
wine one is $1,350. The functions are 
the same, but the price differs because 
of the cover design. If you use a visa 
card to purchase either of them, you 
can get 15% off.

W: That’s good. Please give me the white 
one. Here’s my visa card.

w: 김치냉장고를 찾고 있습니다.

M: 두 가지 주된 종류는 스탠드형과 뚜껑형입니다.

w: 어떤 것이 더 유용하죠?

M: 요즘에는 스탠드형이 더 유행입니다. 뚜껑형보다 거의 

두 배 가량 크기 때문이죠.

w: 얼마인가요?

M: 스탠드형은 가격이 1,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이고, 뚜껑형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w: 그럼 스탠드형을 몇 가지 보여 주세요.

M: 네. 이 흰색은 1,200달러이고, 와인 색은 

1,350달러입니다. 기능은 똑같지만 표면 디자인 

때문에 가격이 다르죠. 만약 비자카드를 사용해서 둘 

중 하나를 구입하신다면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 좋네요. 흰색으로 주세요. 여기 비자카드입니다.

refrigerator 냉장고   standing type 스탠드형   covered 
type 뚜껑형   useful 유용한   trendy 유행하는   range in 
price from ~ to... 가격이 ~에서 … 사이이다   function 
기능   differ 다르다   purchase 구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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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9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describe how to cook
②	to take some beautiful 

photographs
③	to sell some delicious dishes
④	to teach people how to stay 

healthy
⑤	to promote a cookbook

① 요리법을 설명하기 위해

②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

③ 맛있는 요리를 팔기 위해

④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⑤ 요리책을 홍보하기 위해

W: Are you a good cook? If you’re not a 
good cook but would like to become 
one, then here is the right book for you. 
The Best Cook provides a great 
introduction to making excellent 
homemade food with photographs. 
every one of the familiar dishes featured 
in the book looks delicious. After 
mastering the recipes found in this 
book, you will have no problem cooking 
everyday food on your own. If you are 
planning to get married soon or are a 
newlywed, this book will provide lots of 
great meals for you and your spouse. 
Also, it will help you become more 
confident when it comes to cooking. 
Thanks to this book, you will no longer 
be afraid of cooking. Go to the nearest 
bookstore and buy a copy of this book 
now.

w: 당신은 요리를 잘하십니까? 만일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고 싶다면, 여기 당신에게 딱 맞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는 훌륭한 가정식 만들기에 

대한 멋진 소개를 사진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 

책에 수록된 익숙한 요리들은 모두 맛있어 보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요리법들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당신은 혼자서 일상 음식을 요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곧 결혼할 계획이거나 신혼이시라면, 

이 책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에게 많은 훌륭한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요리에 관한 한 당신이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책 

덕분에 당신은 더는 요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이 책을 한 

부 구입하십시오.

cook 요리사   introduction 소개   homemade 집에서 

만든   familiar 익숙한   master 완전히 익히다, 숙달하다   

recipe 요리법   on one’s own 혼자서   get married 
결혼하다   newlywed 신혼자   spouse 배우자   

confident 자신 있는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thanks to ~ 덕분에   no longer 더는 ~하지 않다   copy 
(책의) 한 부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go to see a musical together
②	lend her a CD
③	book a musical ticket
④	introduce a main actor and 

actress
⑤	get M. Carey’s autograph

① 같이 뮤지컬 보러 가기

② 그녀에게 CD 빌려 주기

③ 뮤지컬 표 예약하기

④ 주연 배우 소개하기

⑤ M. Carey의 사인 받기

W: How was the musical?

M: It was awesome. I was very impressed 
by the actors and actresses.

W: I liked the plot and the music.

M: Yeah, I liked those as well. in fact, i 
thought that everything was perfect.

W: I agree. By the way, I was impressed by 
the last song that the main actor sang 
when he confessed his love to the main 
actress. Do you know the title?

M: Yes. It’s Endless Love by M. Carey.

W: I see. Do you know where I can buy the 
CD? I want to buy a copy of it so that I 
can listen to it again.

M: Actually, I own a copy of it.

W: Really? Then can you lend it to me?

M: Sure. no problem.

w: 뮤지컬 어땠니?

M: 굉장하더라. 나는 배우들에게 매우 감명받았어.

w: 나는 줄거리와 음악이 좋았어.

M: 응, 나도 그런 것들이 좋았어. 사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w: 동감이야. 그런데 나는 남자 주연이 여자 주연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불렀던 마지막 노래에 

감명받았거든. 그 제목 아니?

M: 응. M. Carey의 <끝없는 사랑>이야.

w: 그렇구나. 그 CD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니?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나 사고 싶어.

M: 사실 나 그거 있어.

w: 정말? 그러면 내게 빌려 줄 수 있니?

M: 응. 물론이지.

awesome 경탄할 만한, 굉장한   be impressed by ~에 

감명받다   plot 줄거리   main 주요한   confess 고백하다   

title 제목   endless 끝없는   copy 복제본   own 소유하다   

book 예약하다   autograph  (유명인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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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building management 
office

②	the security office
③	an elevator
④	a shopping mall
⑤	a conference room

① 건물 관리 사무소

② 경비실

③ 엘리베이터

④ 쇼핑몰

⑤ 회의실

M: What is the half-circled one on top?

W: it’s a security camera.

M: Who installed it without the residents’ 
permission?

W: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 
building management probably had it 
installed. But it is for our safety. I don’t 
think they need to ask us for 
permission.

M: Hmm... Maybe you’re right. i was 
thoughtless.

W: Some people might think it invades 
people’s privacy. However, in the event 
that something bad occurs, it will help 
us.

M: You’re right. By the way, I don’t think 
that this is going up.

W: Didn’t we press the button? Oh, no. 
We’re still on the first floor.

M: Please press the button.

W: Okay. We were so absorbed by the 
security camera that we forgot about 
that.

M: 맨 위에 있는 반원형 모양이 뭐지?

w: 보안 카메라야.

M: 누가 주민들 허락 없이 그걸 설치했지?

w: 무슨 말 하는 거야? 건물 관리소에서 설치했겠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잖아. 우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M: 음…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w: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M: 맞아. 그나저나 이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네.

w: 우리가 버튼을 안 눌렀나? 오, 이런. 우리 아직도 일 

층에 있어.

M: 버튼 눌러 줘.

w: 응. 우리가 보안 카메라에 너무 정신을 빼앗겨서 그걸 

잊어버렸어.

half-circled 반원의   security camera 보안 카메라   

install 설치하다   resident 주민   permission 허락   

building management 건물 관리소   safety 안전   

thoughtless 생각이 모자란   invade 침해하다   privacy 
사생활   in the event that ~할 경우에는   occur 발생하다   

be absorbed by ~에 정신을 빼앗기다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사용한 마지막 쓰레기 

봉투의 용도를 고르시오.

①	was used to throw away food 
waste

②	was used to throw away 
empty cans

③	was used to throw away old 
clothes

④	was used to throw away old 
books

⑤	was used to throw away some 
toys

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되었다

② 빈 깡통을 버리는 데 사용되었다

③ 헌 옷을 버리는 데 사용되었다

④ 오래된 책들을 버리는 데 사용되었다

⑤ 장난감을 버리는 데 사용되었다

W: Could you go to the mart and buy some 
plastic garbage bags?

M: Don’t we have any in the drawer?  
I thought I saw one yesterday.

W: I used the last bag this morning to 
throw away Tony’s toys.

M: I see. What size do you want?  
I remember tha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sizes.

W: 30 liters should be big enough.

M: Okay. Isn’t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me to buy? Since I am going to the 
market anyway, I’ll buy whatever else 
we need.

W: I went grocery shopping two days ago, 
so there’s nothing to buy except for the 
garbage bags.

M: All right. i’ll go and get them.

W: Thank you very much.

w: 마트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좀 사다 줄래요?

M: 서랍에 하나도 없어요? 어제 하나 본 것 같은데.

w: 오늘 아침 Tony의 장난감들을 버리는 데 마지막 

봉투를 사용했어요.

M: 그렇군. 어떤 크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w: 30리터짜리면 충분할 거예요.

M: 알았어요. 그 밖에 내가 사 왔으면 하는 것 없어요? 

어차피 마트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 사 

올게요.

w: 이틀 전에 장을 보러 가서 쓰레기 봉투 말고는 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M: 알았어요. 가서 사 올게요.

w: 고마워요.

plastic garbage bag 쓰레기 종량제 봉투   drawer 서랍   

throw away 버리다   toy 장난감   go grocery shopping 
장을 보러 가다   except for ~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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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materials he used for his 
artwork

②	the material he is planning to 
use for his next artwork

③	how he gets his ideas
④	the theme of his next 

assignment
⑤	the purpose of his using 

newspapers

① 남자가 미술품에 사용한 재료들

② 남자가 다음 미술품에 사용할 계획인 재료

③ 남자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④ 남자의 다음 과제의 주제

⑤ 남자가 신문지를 사용한 목적

W: What a beautiful work of art! did you 
make it yourself?

M: Yes, I did. I used newspapers to show 
the importance of recycling.

W: How beautiful! I also liked the previous 
one you made with aluminum cans.

M: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W: I’m curious about what material you’re 
going to use for the next assignment.

M: I’m thinking about using cardboard 
boxes. They are hard, so I can make 
something firm with them.

W: That’s a good idea. Where do you get 
all your ideas?

M: I read many books, search the web, and 
often go to museums.

W: You’re an enthusiastic student. I’m 
proud of you.

M: Thank you.

w: 정말 아름다운 미술품이구나! 네가 직접 만들었니?

M: 네. 재활용의 중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신문지를 

사용했어요.

w: 정말 아름답다! 네가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이전 

작품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M: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 네가 다음 과제에 무슨 재료를 사용할지 궁금하구나.

M: 판지 상자를 이용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건 

단단하니까 견고한 것을 만들 수 있어서요.

w: 좋은 생각이구나. 너는 아이디어들을 모두 어디에서 

얻니?

M: 책을 많이 읽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박물관에도 자주 

가요.

w: 너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네가 자랑스럽다.

M: 감사합니다.

work of art 미술품, 예술품   importance 중요성   

recycling 재활용   previous 이전의   compliment 칭찬   

curious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material 재료   

assignment 과제   cardboard 판지   firm 딱딱한, 단단한   

search 찾아보다, 뒤지다   enthusiastic 열심인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ill throw a party 
for his wife.

②	The woman will go to the 
man’s birthday party.

③	The man’s best friend lives in 
Tokyo.

④	The man’s wife does not 
know about her friend’s visit.

⑤	The man and woman will go 
to Tokyo.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그의 아내를 위해 파티를 열 것이다.

② 여자는 남자의 생일 파티에 갈 것이다.

③ 남자의 제일 친한 친구는 도쿄에 산다.

④ 남자의 아내는 자기 친구의 방문에 대해 

모른다.

⑤ 남자와 여자는 도쿄에 갈 것이다.

W: Jay,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Gloria’s birthday? Are you throwing a 
party?

M: No, I’m not. She doesn’t like hanging 
out with too many people on any 
special days. I guess we will just have 
dinner together.

W: Come on. You should do more than 
that. It’s her first birthday after you guys 
got married.

M: I know. I prepared something else. Bu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W: Why? Are you planning something 
special? Tell me about it. I promise I 
won’t tell her.

M: Okay. Promise not to tell her. You know 
Gloria’s closest friend lives in Tokyo. I 
sent her an airline ticket so that she can 
visit her on her birthday.

W: Wow. You are so sweet. I guess she is 
very lucky to have a husband like you.

M: Thanks for saying that. Please do not 
tell her about this at all.

W: Don’t worry. I won’t.

w: Jay, Gloria의 생일에 뭘 할 거야? 파티를 열 거니?

M: 아니. 그녀는 어떤 특별한 날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함께 저녁 먹을 것 

같아.

w: 이런. 그 이상의 것을 해야지.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그녀의 첫 생일이잖아.

M: 알아. 다른 것도 준비했어.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w: 왜? 뭔가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있니? 말해 줘. 

그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M: 좋아. 그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Gloria의 

제일 친한 친구가 도쿄에 살잖아. 내가 그 친구에게 

비행기 표를 보내서 그녀의 생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어.

w: 와. 너 정말 멋지다. 그녀는 너 같은 남편이 있어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

M: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그녀에게는 이것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말아 줘.

w: 걱정 마. 안 할게.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hang out with ~와 어울려 

다니다   special 특별한   clos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airline ticket 비행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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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did not go fishing 
on the weekend.

②	The woman called the man, 
but he did not answer.

③	The woman went to the 
bookstore on the weekend.

④	The woman got an autograph 
from a famous writer.

⑤	The man is sad that he 
missed his chance to see his 
favorite writer.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남자는 주말에 낚시하러 가지 않았다.

② 여자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는 받지 

않았다.

③ 여자는 주말에 서점에 갔다.

④ 여자는 유명한 작가로부터 사인을 받았다.

⑤ 남자는 그가 좋아하는 작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슬프다.

W: Hi, Will. How was your fishing trip on 
the weekend?

M: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and 
found out that it was going to rain in the 
place I wanted to go, so I didn’t go 
fishing.

W: Really? Oh, I should have called you 
then.

M: Why? Did you do something fun?

W: Actually, I went to the bookstore in 
town, and there was a book signing by 
the famous author Muriel Bing.

M: Oh, my! Are you talking about my 
favorite writer?

W: Yeah. I got his autograph in his new 
book.

M: i envy you so much. So how was he?

W: He was a lot more handsome than I had 
expected. He was also very polite.

M: It’s sad that I missed a chance to see 
him.

w: 안녕. Will. 주말에 낚시 여행 어땠어?

M: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에 

비가 온다는 걸 알아서 낚시하러 안 갔어.

w: 정말? 아, 그럼 네게 전화할 걸 그랬다.

M: 왜? 뭔가 재미난 일을 한 거야?

w: 실은 시내의 서점에 갔는데, 유명 작가 Muriel Bing의 

책 사인회가 있었어.

M: 이럴 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말하는 거니?

w: 응. 그의 새 책에 사인을 받았어.

M: 정말 부럽다. 그래서 그는 어땠어?

w: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또한 아주 

예의 바르더라.

M: 그를 볼 기회를 놓쳐서 슬프다.

fishing trip 낚시 여행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find 
out 알게 되다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다   book 
signing 책 사인회   author 작가   autograph (유명인의) 

사인   envy 부러워하다   polite 예의 바른   miss 놓치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does not want to 
go to school.

②	The man will not let the 
woman go to school because 
of her high fever.

③	The woman thinks she will 
perform better without 
taking any medicine.

④	The man will not drive the 
woman to school.

⑤	The man will cook 
something for the woman.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② 남자는 여자의 고열 때문에 여자가 학교에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③ 여자는 약을 먹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④ 남자는 여자를 학교에 태워다 주지 않을 

것이다.

⑤ 남자는 여자에게 뭔가를 요리해 줄 것이다.

W: Dad, I feel like I’ve got the flu.

M: Let me see. Oh, you have a high fever. 
You’d better not go to school today.

W: No way. i have a very important test 
today.

M: Well, then you’d better take some 
medicine right away.

W: But I don’t want to fall asleep in the 
middle of the test. I will do poorly on 
the test if I get drowsy.

M: But you have a high fever. i am worried 
you might get worse.

W: I think I will be fine. I will take some 
medicine right after I finish the exam.

M: Okay.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W: I feel a little bit dizzy. Can you drive me 
to school?

M: Sure. But before that, you’d better eat 
something. Why don’t you drink some 
warm milk?

W: Thank you. I will.

w: 아빠,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M: 어디 보자. 오, 열이 높구나.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w: 안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M: 음, 그럼 당장 약을 먹는 게 좋겠다.

w: 하지만 시험 중간에 잠들고 싶지 않아요. 졸리게 되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 거예요.

M: 하지만 넌 열이 높아. 더 나빠질까 봐 걱정되는구나.

w: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 끝나자마자 약을 먹을게요.

M: 알겠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w: 좀 어지러워요. 저를 학교에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M: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뭔가를 먹는 게 좋겠다. 

따뜻한 우유 좀 마시는 게 어떠니?

w: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flu 독감   high fever 고열   take medicine 약을 먹다   fall 
asleep 잠들다   in the middle of ~의 중간에   do poorly 
잘 못하다   drowsy 졸린   get worse 악화되다   a little bit 
약간   dizzy 어지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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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9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How on earth can I answer 
that question?

②	I am sorry, but I can’t help 
you anymore. I have to find 
my luggage.

③	It will arrive in an hour. Why 
don’t you go to our lounge 
and wait there?

④	I am pleased that I can help 
you. I hope you enjoy your 
trip.

⑤	Make sure not to lose your 
luggage again.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겠어요?

② 죄송하지만, 더 도와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짐을 

찾아야 해서요.

③ 한 시간 후에 도착할 거예요. 저희 라운지에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는 게 어떠세요?

④ 도와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⑤ 또 다시 짐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W: excuse me, sir. It seems like there is 
something wrong. Do you need any 
help?

M: I can’t find my suitcase. Where on 
earth is it?

W: What flight were you on?

M: It was OZ 724 from Auckland.

W: Hmm, did you check carousel 5 over 
there?

M: Yes, I did. I waited for my luggage to 
come out for more than 30 minutes. But 
my suitcase is still missing.

W: Oh, really?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then. Wait a minute. i’ll check 
for you. (After a while) We’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but there were some 
problems handling baggage on that 
flight. So your suitcase will probably 
arrive on the next flight from Auckland.

M: I’m relieved to hear that. When is the 
next flight arriving?

w: 실례합니다, 고객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M: 제 여행 가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지요?

w: 무슨 항공편을 타셨어요?

M: 오클랜드에서 온 OZ 724요.

w: 흠, 저쪽의 5번 컨베이어 벨트를 확인해 보셨나요?

M: 네. 30분 넘도록 제 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가방은 여전히 없어요.

w: 오, 정말이세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네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항공편에서 수하물을 다루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객님의 가방은 

오클랜드에서 오는 다음 항공편으로 도착할 거예요.

M: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네요. 다음 비행기는 언제 

도착합니까?

suitcase 여행 가방   on earth 도대체   flight 항공편   

carousel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luggage 짐, 수하물   

missing 없어진, 행방불명인   inconvenience 불편함   

handle 다루다   baggage 짐, 수하물   relieved 
안도하는, 안심하는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promise that I’ll take you to 
the buffet restaurant.

②	Look! There are so many 
kinds of delicious food here.

③	What would you say to 
coming back here again 
soon?

④	Don’t eat so much, or you’re 
going to get a stomachache.

⑤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have any sashimi?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너를 그 뷔페 식당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마.

② 봐! 여기 아주 많은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 있어.

③ 여기에 곧 또 오는 게 어떠니?

④ 너무 많이 먹지 마. 안 그러면 배탈이 날 거야.

⑤ 회를 먹고 싶지 않은 게 확실하니?

M: Today is John’s birthday. He is excited 
very much since his parents promised 
him to take him to a buffet restaurant. 
He likes to go to buffet restaurants 
since he can eat all the dishes he 
wants. As he enters the restaurant, he 
puts all the food he wants to eat on his 
plate. He puts tons of food, including 
his favorite food, sashimi, and various 
kinds of meat. His mom sees him 
carrying too much food on his plate, 
and she starts to become worried that 
he might get a stomachache like he did 
after his last visit to a buffet restaurant. 
So she wants to tell him not to eat too 
much food.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he say?

M: 오늘은 John의 생일이다. 그는 부모님이 자기를 뷔페 

식당에 데려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매우 신이 나 

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요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뷔페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식당에 

들어가면 그는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접시에 담는다. 

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회와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담는다. 그의 

엄마는 그가 너무 많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지난번에 뷔페 식당에 간 후 

그랬던 것처럼 배탈이 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buffet restaurant 뷔페 식당   dish 요리   enter 들어가다   

plate 접시   sashimi 사시미, 회   various kinds of 
다양한 종류의   get a stomachache 배탈이 나다   what 
would you say to -ing? ~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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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why the man put 
peaches in the dressing

②	the dinner the man 
cooked

③	the woman’s allergic 
reaction

④	the woman’s trip to the 
hospital

⑤	how the woman 
enjoyed dinner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남자가 드레싱에 복숭아를 넣은 이유

② 남자가 요리한 저녁

③ 여자의 알레르기 반응

④ 여자의 병원 나들이

⑤ 여자가 얼마나 저녁을 즐겼는가

M: Gloria, did you enjoy the food?

W: Yeah. All the food was very delicious. I knew you 
are a good cook, but this was more than I had 
expected.

M: Thank you for saying that. By the way, you have 
some red spots on your face.

W: Really? Let me take a look in the mirror. Oh, my!

M: What is it? Do you happen to have some allergies 
or something?

W: Well, yes. Did you put peaches in any of your 
dishes?

M: Well, I used some peaches when I made the salad 
dressing. Uh-oh. Are you allergic to peaches?

W: Yes, I am. I break out whenever I eat them.  
I should have told you about that, but I forgot.

M: Oh, dear. Do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W: I’m afraid so. My face is starting to get very itchy.

M: I’m so terribly sorry.

M: Gloria, 음식 맛있었니?

w: 응. 모든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 네가 요리를 

잘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

M: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생겼어.

w: 정말? 거울 좀 보자. 오, 이런!

M: 뭐야? 알레르기나 뭐 그런 거라도 있는 거야?

w: 음, 응. 요리들 중에 복숭아를 넣었니?

M: 음,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복숭아를 좀 

사용했어. 이런. 너 복숭아 알레르기 있니?

w: 응. 그거 먹으면 뭐가 나. 너한테 그 말을 해 

줬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

M: 오, 이런. 병원에 가야 하니?

w: 그래야 할 것 같아. 얼굴이 아주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어.

M: 정말 미안해.

red spot 붉은 반점   take a look 보다   mirror 
거울   allergy 알레르기   peach 복숭아   be 
allergic to ~에 알레르기가 있다   break out 
발진하다, 종기가 생기다   itchy 가려운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how to keep your hands clean
②	the kinds of bacteria on your hands
③	the way to remove bacteria from your hands
④	why bacteria needs to be killed
⑤	the kinds of diseases caused by bacteria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손을 깨끗하게 하는 법

② 손에 있는 박테리아의 종류

③ 손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법

④ 박테리아가 박멸되어야 하는 이유

⑤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질병의 종류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There are two kinds of bacteria on the hands.
②	Resident bacteria are important in maintaining your 

health.
③	Resident bacteria help prevent transients from settling in.
④	Resident bacteria keep other residents from becoming too 

numerous.
⑤	It is always best to wash one’s hands as often as possible.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손에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다.

② 상주 박테리아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③ 상주 박테리아는 단기 거주 박테리아가 정착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상주 박테리아는 다른 상주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는다.

⑤ 가능한 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항상 최선이다.

W: Whether you may notice or not, there are millions of 
bacteria residing on your hands. There are two kinds 
of these bacteria: transients and residents. You can 
remove transient bacteria by washing your hands, 
but you shouldn’t remove your hands’ own resident 
bacteria. These residents are important in keeping 
you healthy. They help prevent transients from 
settling in and keep other residents from 
overpopulating your body. Scrubbing away the 
residents might let some transients move in and 
cause diseases. Just remember that excessive 
washing of your hands could do you harm.

w: 당신이 알아차리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손에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 이러한 박테리아에는 두 종류가 있다. 단기 거주 박테리아와 상주 

박테리아이다. 당신은 손을 씻음으로써 단기 거주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지만, 

당신 손에 있는 상주 박테리아는 제거하면 안 된다. 이런 상주 박테리아는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그들은 단기 거주 박테리아가 당신 몸속에 정착하는 

것을 막고, 다른 상주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상주 

박테리아를 문질러 없애면 단기 거주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손을 지나치게 씻는 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reside 살다, 거주하다   transient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단기 체류자   resident 
상주하는; 상주자   remove 제거하다   prevent ~ from... ~가 …하는 것을 막다   settle 
in ~에 정착하다   overpopulate ~을 과밀화시키다   scrub away 문질러 없애다   

cause 일으키다, 야기하다   disease 질병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do ~ harm 
~에게 해를 끼치다   maintain 유지하다   numerous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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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⑤
10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다음을 듣고,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①	Some children are learning how to ski.

②	Some children are not standing in a 
row.

③	Some children are wearing safety 
equipment.

④	Not all of the children are taking a skiing 
lesson.

⑤	The children are having so much fun 
learning how to ski.

① 몇몇 아이들은 스키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② 몇몇 아이들은 한 줄로 서 있지 않다.

③ 몇몇 아이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④ 모든 아이들이 스키 강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아이들이 스키 타는 법을 배우며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in a row 한 줄로, 일렬로   safety equipment 안전 장비   

take a lesson 강습을 받다   have fun 즐기다, 재미있게 

놀다

02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gloomy
②	envious
③	pleased
④	upset
⑤	hopeful

① 우울한

② 부러워하는

③ 기쁜

④ 화가 난

⑤ 희망적인

W: What happened to your car? There are 
some dents in the side.

M: I parked my car on the street last night, 
and, when I came out this morning, I 
noticed that someone had done this.

W: Oh, no. did you report it to the 
police?

M: What are they going to do? There 
probably aren’t any witnesses.

W: Look up there. There is a CCTv camera. 
And there is a telephone number on it. It 
says that it’s the Guro police district.

M: That’s great! I should call and find out 
who did this horrible thing to me.

W: Why don’t you just go to the police 
station? That will be a faster way to find 
out what happened.

M: Right. Thank you for giving me the idea. 
I was so upset this morning, but I’m not 
anymore.

w: 네 차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옆쪽에 찌그러진 곳들이 

있어.

M: 어젯밤에 길가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 누군가가 이렇게 해 놓았네.

w: 오, 이런. 경찰에 신고했니?

M: 그들이 뭘 하겠니? 아마 목격자도 없을 텐데.

w: 저 위를 봐. CCTV 카메라가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전화번호도 있네. 구로 경찰서 관할이라고 써 있어.

M: 잘됐다! 전화해서 누가 나한테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겠어.

w: 그냥 경찰서에 가는 건 어때? 그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낼 수 있는 더 빠른 길일 거야.

M: 맞아. 그런 생각을 해 줘서 고마워. 오늘 아침에는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dent (눌려서) 움푹 들어간 곳   park 주차하다   report 
신고하다   witness 목격자, 증인   district 지역, 구역, 지구   

find out 알아내다   horrible 끔찍한, 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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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kimchi soup
②	bulgogi
③	naengmyeon
④	ramen
⑤	fried chicken

① 김칫국

② 불고기

③ 냉면

④ 라면

⑤ 닭튀김

W: This is one of the best tasting Korean 
traditional summer foods. This is loved 
by almost everyone regardless of age or 
gender. It is a great food to eat during 
hot and humid weather. If you eat this, 
all the intense heat you’re experiencing 
will go away. The broth is made from 
either beef or chicken. And the noodles 
are made from sweet potatoes, 
buckwheat, or kudzu. The noodles are a 
little tough, but people like the feeling of 
their chewy texture. Before serving 
them, prepare a big bowl, put the 
noodles in the bowl, and pour in the 
cold broth along with some ice cubes. 
Then decorate the top with sliced 
cucumbers, meat, some sliced pears, 
and a boiled egg. Some people also like 
to add some vinegar and mustard to it.

w: 이것은 가장 맛있는 한국의 전통 여름 음식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이것은 덥고 습한 날씨 동안 

먹기에 훌륭한 음식이다. 이것을 먹으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더위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육수는 

소고기나 닭고기로 만든다. 그리고 면은 고구마나 

메밀, 혹은 칡으로 만든다. 면은 조금 질기지만, 

사람들은 그 쫄깃쫄깃한 느낌을 좋아한다. 음식을 

내기 전에 큰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면을 넣고, 

차가운 육수를 얼음덩어리와 함께 붓는다. 그런 다음 

그 위를 채를 썬 오이, 고기, 채를 썬 배, 삶은 달걀 

등으로 장식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것에 식초와 

겨자를 첨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the best tasting 가장 맛있는   traditional 전통적인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gender 성, 성별   humid 
습한   intense heat 극심한 더위   go away 사라지다   

broth 국물   sweet potato 고구마   buckwheat 메밀   

kudzu 칡   tough 질긴   chewy texture 씹는 질감, 

쫄깃쫄깃함   bowl (우묵한) 그릇   pour in ~을 붓다   along 
with ~와 함께   ice cube 얼음덩이   decorate 장식하다   

sliced 채를 썬   cucumber 오이   pear 배   boiled egg 
삶은 달걀   add 첨가하다   vinegar 식초   mustard 겨자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①	$500
②	$700
③	$800
④	$1,000
⑤	$1,500

① 500달러

② 700달러

③ 800달러

④ 1,000달러

⑤ 1,500달러

W: My rental contract will be over at the 
end of this month. So I’m thinking about 
moving.

M: You mean that you’re looking for a new 
place, aren’t you?

W: Right. I really want to live in a fully 
furnished studio.

M: Okay. Here is the right one for you. It is 
in a newly built building and is fully 
furnished.

W: That’s good. When can i move in?

M: Anytime you want. it’s vacant now.

W: I see. How much is the rent? I’m paying 
$500 per month now, and I can’t afford 
more than that.

M: Luckily, it’s the same. And that also 
includes utilities such as gas, water, 
and electricity.

W: That’s good. How much is the security 
deposit?

M: A two-month rent security deposit is 
required.

w: 이번 달 말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M: 새로운 집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w: 맞아요. 저는 정말로 가구가 모두 갖추어진 원룸에 

살고 싶거든요.

M: 알겠습니다. 여기 고객님께 딱 맞는 것이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에 있고, 가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요.

w: 좋네요. 언제 이사할 수 있나요?

M: 원하실 때 언제든지요. 지금 비어 있거든요.

w: 그렇군요. 세는 얼마인가요? 지금은 한 달에 

500달러씩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M: 운 좋게도 세가 같네요. 그리고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 잘됐네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M: 두 달치 세를 보증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rental contract 임대차 계약   fully furnished 가구가 

모두 갖추어진   studio 원룸   newly 최근에, 새로   vacant 
비어 있는   rent 집세, 방세   afford (어떤 것을 할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되다   utilities 공공요금   such as 
~와 같은   electricity 전기   security deposit 보증금   

require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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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0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화가 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her husband broke 
the ashtray

②	because her husband is too 
strict

③	because her husband gets sick 
easily

④	because her husband wants 
to smoke

⑤	because her husband bought 
some cigarettes

① 그녀의 남편이 재떨이를 깨뜨려서

② 그녀의 남편이 너무 엄격해서

③ 그녀의 남편이 쉽게 아파서

④ 그녀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해서

⑤ 그녀의 남편이 담배를 사 와서

M: Honey, where is the ashtray?

W: What? Are you going to smoke?

M: I haven’t smoked for a week. can i 
smoke one cigarette?

W: Of course not. Don’t you remember 
what you promised?

M: I know. But it’s too hard to quit all of a 
sudden.

W: No matter how hard it is, you have to 
quit. Why don’t you keep your promise?

M: I’m trying. You should understand me.

W: I do understand you. But I’m pushing 
you to quit not for me but for you. You 
are totally aware of how bad smoking is 
for your health. I don’t want you to get 
sick. All I want for you is to have a 
healthy life.

M: Okay. Okay. I won’t smoke. You win.

M: 여보, 재떨이 어디 있어요?

w: 뭐라고요? 담배 피우려고요?

M: 일주일 동안 피우지 않았어요. 한 개비 피울 수 

있을까요?

w: 당연히 안 되죠. 약속한 것 잊었어요?

M: 알아요. 하지만 갑자기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w: 아무리 힘들어도 끊어야 해요. 약속을 지키는 게 

어때요?

M: 노력하고 있어요. 나를 이해해 줘요.

w: 이해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흡연이 당신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병이 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M: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피울게요. 당신이 이겼어요.

ashtray 재떨이   cigarette 담배   quit 그만두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keep one’s promise 약속을 지키다   

push ~ to... ~에게 …하라고 밀어붙이다   be aware of 
~을 알다   totally 완전히   strict 엄한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buy her a new bag
②	call the police station
③	describe what that purse 

snatcher looks like
④	tell her where the police 

station is
⑤	catch the thief

① 그녀에게 새 가방 사 주기

② 경찰서에 전화하기

③ 그 핸드백 날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기

④ 그녀에게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기

⑤ 도둑 잡기

W: Help! Help!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M: What’s wrong with you?

W: Someone just snatched my bag! i can’t 
believe this.

M: Calm down. Do you remember what the 
person looks like?

W: Well... It happened in an instant, so I 
wasn’t able to get a good look at him.

M: All right. Let’s report it to the police first.

W: But the police station is quite far away 
from here. Moreover, I have no cell 
phone because it is in my bag.

M: Don’t worry. I have mine. I’ll make a call 
for you.

W: Thank you very much. I’ll just try to 
recall what that purse snatcher looks 
like so that I can describe him to the 
officer.

M: Okay.

w: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없나요?

M: 무슨 일이세요?

w: 누군가가 방금 제 가방을 날치기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M: 진정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w: 글쎄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를 잘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M: 알겠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합시다.

w: 하지만 경찰서는 여기서 꽤 멀어요. 게다가 저는 

핸드폰도 없어요. 가방에 있거든요.

M: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것이 있습니다. 당신 대신 

전화할게요.

w: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핸드백 날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경찰관에게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M: 좋아요.

snatch 잡아채다   in an instant 순식간에   get a good 
look at ~을 잘 살펴보다   far away from ~에서 멀리   

moreover 게다가, 더욱이   make a call 전화하다   recall 
회상하다   purse snatcher 핸드백 날치기   describe 
서술하다, 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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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다음을 듣고, 남자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mail carrier
②	a receptionist
③	an operator
④	a driver
⑤	a construction worker

① 우편배달부

② 접수 담당자

③ 전화 교환원

④ 운전사

⑤ 건설 노동자

M: I know every inch of this town very well. 
I know all the names of the buildings 
and streets. I even know the zip codes. 
I love my job because I like walking and 
visiting many different places. I work for 
the post office. I deliver letters and 
parcels to residents in town. I do many 
things aside from making deliveries 
though. For example, inside my 
workplace, I receive letters and parcels, 
stick stamps on them, and then sort 
them into categories. In the 70s and 
80s, people like me walked about 20 to 
40km a day, and bikes were rarely used. 
Nowadays, applicants for my job are 
required to have a driver’s license.

M: 나는 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매우 잘 안다. 나는 건물과 

거리의 이름을 모두 안다. 우편번호도 알고 있다. 나는 

걷기와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일을 무척 좋아한다. 나는 우체국에서 일한다. 나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편지와 소포를 배달한다. 하지만 

나는 배달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한다. 예를 들면, 

직장 안에서는 편지와 소포들을 받고, 그 위에 우표를 

붙이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여러 범주로 분류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20~40킬로미터를 걸었으며, 자전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요즘 내 직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zip code 우편번호   deliver 배달하다   parcel 소포   

resident 거주민   aside from ~ 이외에   make a 
delivery 배달하다   workplace 직장   stick (보통 풀로) 

붙이다   stamp 우표   sort ~ into... ~을 …로 분류하다   

category 카테고리, 범주   rarely 거의 ~하지 않다   

applicant 지원자   be required to ~해야 한다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고르시오.

①	soccer
②	baseball
③	golf
④	basketball
⑤	squash

① 축구

② 야구

③ 골프

④ 농구

⑤ 스쿼시

W: Where are you going?

M: I’m going to the soccer club. I’m quite 
late.

W: Do you like to play soccer?

M: Yes. I love most sports, including 
baseball, golf, basketball, and squash.

W: It sounds like you like games that use a 
ball.

M: You’re right. Those kinds of games are 
so exciting.

W: Which one do you like the most? I’m 
sure there’s one sport that you like in 
particular.

M: Well... That’s a pretty hard question to 
answer. I just started learning how to 
play golf, but I have found it to be really 
exciting. I’m not good at it yet, but I’m 
very enthusiastic about playing it. I 
suppose that would be my answer.

W: I see. Have fun!

w: 너 어디 가니?

M: 축구 클럽에 가. 꽤 늦었어.

w: 너 축구 하는 거 좋아하니?

M: 응. 나는 야구, 골프, 농구, 스쿼시 등 대부분의 

스포츠를 아주 좋아해.

w: 공을 사용하는 경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M: 맞아. 그런 경기들은 정말 흥미진진해.

w: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니? 분명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을 텐데.

M: 글쎄… 그건 대답하기 꽤 어려운 질문인걸. 나는 이제 

막 골프 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재미있더라고. 아직은 잘 치지 못하지만,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이야. 그게 내 대답이 될 것 

같다.

w: 그렇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

sound like ~처럼 들리다   in particular 특히   be good 
at ~을 잘하다, ~에 능숙하다   enthusiastic 열심인, 

열광적인   suppose 생각하다, 추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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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0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at the man is going to do 
on his dad’s birthday

②	buying some birthday gifts 
for the man’s dad

③	the reason why the man will 
not buy a birthday gift for his 
dad

④	when the man’s dad’s 
birthday is

⑤	what is important to do on 
someone’s birthday

① 남자가 아빠의 생일에 무엇을 할지

② 남자의 아빠에게 생일 선물 사 주기

③ 남자가 아빠의 생일 선물을 안 사려는 이유

④ 남자의 아빠 생일이 언제인지

⑤ 누군가의 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M: Do you know that today is Dad’s 
birthday?

W: Of course I do. What are you going to 
buy for him?

M: I’m not going to buy anything for him 
this year.

W: What? Why? Are you broke or 
something?

M: No. No. It’s not that. I just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for him.

W: Like what?

M: Wash his car or shine his shoes.

W: That would be very nice. It will make his 
day wonderful and meaningful.

M: do you really think so?

W: Yes. A birthday is not a day for giving 
presents or having a party. Showing 
your feelings is much more important 
and valuable.

M: 너 오늘이 아빠 생신인 거 알고 있니?

w: 물론 알고 있지. 아빠에게 뭘 사 드릴 거야?

M: 올해는 아무것도 안 사 드릴 거야.

w: 뭐라고? 왜? 돈이 바닥난 거야 뭐야?

M: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빠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 드리고 싶어서.

w: 어떤 거?

M: 세차를 한다든지 구두를 닦아 드린다든지.

w: 그거 아주 좋겠다. 아빠의 날을 멋지고 의미 있게 만들 

거야.

M: 정말 그렇게 생각해?

w: 응. 생일은 선물을 주거나 파티를 여는 날이 아니잖아. 

네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어.

broke 무일푼의, 빈털터리의   shine shoes 구두를 닦다   

meaningful 의미 있는   valuable 가치 있는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is calling from the 
hospital now.

②	The man cannot attend his 
class due to a car accident.

③	The woman will probably 
stay in the hospital for a few 
days.

④	The woman will hand in her 
homework next week.

⑤	The woman will get some 
help from the man.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지금 병원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

② 남자는 차 사고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여자는 아마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무를 것이다.

④ 여자는 숙제를 다음 주에 제출할 것이다.

⑤ 여자는 남자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M: Hello. This is Luke Wellington speaking.

W: Hello. This is Lucia. I am taking your 
Media 204 class now.

M: Hi, Lucia. I don’t think I saw you in my 
class today. What happened?

W: I had a car accident, and now I am in 
the hospital. That’s why I couldn’t go to 
class today.

M: Oh, my! Are you okay?

W: Well, the doctor says that I have to be 
hospitalized for a few days.

M: Oh, that’s too bad. I hope you get better 
soon.

W: Thanks. By the way, I am not sure 
whether I can finish the assignment by 
next week. Can you possibly give me 
an extension?

M: Okay. That will be no problem. I’ll give 
you one more week to finish it.

W: Thank you for understanding.

M: You’re welcome. Just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M: 여보세요. Luke Wellington입니다.

w: 안녕하세요. 저는 Lucia예요. 현재 교수님의 Media 

204 수업을 듣고 있어요.

M: 안녕, Lucia. 오늘 수업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니?

w: 차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못 갔어요.

M: 오, 이런! 괜찮니?

w: 음, 의사 선생님이 며칠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M: 오, 안됐구나. 곧 회복되기를 바란다.

w: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과제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장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M: 그래. 어려울 것 없지. 숙제 끝낼 시간을 일주일 더 

주마.

w: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 뭘. 그 밖에 내가 너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 주렴.

be hospitalized 입원하다   get better 회복되다   

assignment 과제   extension (기간의) 연장   attend 
참석하다   due to ~ 때문에   hand in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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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bought the 
wrong book.

②	The woman needs the book 
for macroeconomics.

③	The woman does not have 
the receipt with her.

④	The man works at the 
university bookstore.

⑤	The man will try to 
exchange the book for the 
woman.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책을 잘못 샀다.

② 여자는 거시 경제학 책이 필요하다.

③ 여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남자는 대학교 서점에서 일한다.

⑤ 남자는 여자를 대신해서 책을 교환하도록 해 

볼 것이다.

W: Oh, why am i such an idiot?

M: What? is something wrong?

W: I just realized that I bought the wrong book 
yesterday.

M: What do you mean?

W: I had to buy the book for macroeconomics, 
but I bought a book for microeconomics 
instead.

M: Ha ha. I am sorry to laugh, but that’s kind of 
funny.

W: Well, what should I do? This book was 
expensive.

M: Don’t worry. If you keep the receipt, you can 
exchange it without any difficulty.

W: That’s the problem. I don’t know where I put 
the receipt.

M: Well, I have a close friend who works at the 
university bookstore. You might be able to 
get some help from him. Why don’t you pass 
me the book and let me take care of the 
matter?

W: Okay. Here it is. Thank you so much.

M: No problem.

w: 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M: 뭐야? 무슨 문제 있어?

w: 어제 책을 잘못 샀다는 걸 방금 알았어.

M: 무슨 말이야?

w: 거시 경제학 책을 사야 했는데, 대신 미시 경제학 

책을 샀어.

M: 하하. 웃어서 미안한데, 좀 웃긴다.

w: 음, 어떡하지? 이 책 비쌌거든.

M: 걱정 마.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 없이 책을 

교환할 수 있어.

w: 그게 문제야. 영수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

M: 음, 나한테 대학교 서점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걔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한테 그 책을 넘겨주고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때?

w: 좋아. 여기 있어. 정말 고마워.

M: 뭘.

idiot 멍청이   realize 깨닫다   macroeconomics 
거시 경제학   microeconomics 미시 경제학   kind 
of 조금, 약간   receipt 영수증   exchange 교환하다   

difficulty 어려움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likes nothing but 
fruit.

②	The man is allergic to 
apples.

③	The man’s grandfather 
grows apples in his orchard.

④	The woman will not buy 
any fruit today.

⑤	Their refrigerator is broken.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자는 과일만 좋아한다.

② 남자는 사과에 알레르기가 있다.

③ 남자의 할아버지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한다.

④ 여자는 오늘 과일을 사지 않을 것이다.

⑤ 그들의 냉장고는 고장 났다.

M: Mom, I want to eat some fruit.

W: Okay. I will go grocery shopping soon. What 
do you want to have?

M: Any fruit will do except for apples.

W: Is that because we had too many apples this 
past month?

M: Yes. Please tell Grandfather not to send us 
apples anymore. i am kind of sick of eating 
them.

W: Ha ha. Okay. I will tell him. I heard that he will 
start to grow some other fruit in his orchard.

M: That’s great. Maybe he can send us some 
other fruit soon. By the way,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while you are gone?

W: Would you clean the inside of the 
refrigerator? And throw away the food that’s 
too old.

M: Okay. I will do that. I will make sure we will 
have enough room in the refrigerator for fruit 
and whatever else you buy.

W: Great. Thank you.

M: 엄마, 과일을 좀 먹고 싶어요.

w: 알았다. 곧 장 보러 갈 거야. 뭐 먹고 싶니?

M: 사과만 빼고 아무 과일이나 괜찮아요.

w: 지난달에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

M: 네. 할아버지께 사과 더는 보내지 마시라고 해 

주세요. 그거 먹는 데 좀 질렸어요.

w: 하하. 알았어. 말씀드릴게. 할아버지께서 

과수원에 다른 과일을 기르기 시작할 거라고 

들었어.

M: 그거 좋네요. 어쩌면 곧 다른 과일을 보내 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w: 냉장고 안을 청소해 주겠니?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음식은 버려다오.

M: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반드시 냉장고 안에 

엄마가 사 오시는 과일과 그 밖에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할게요.

w: 좋아. 고맙다.

except for ~을 제외하고   sick of ~에 질린   

orchard 과수원   refrigerator 냉장고   throw away 
버리다   make sure (that) 반드시 ~하다   room 
자리, 공간   nothing but 오직   be allergic to ~에 

알레르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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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0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Why don’t you tell her to 
move out of your house?

②	In that case, give us some 
time to find a decent place to 
move out.

③	I am happy to know that she 
likes us.

④	I didn’t know you were going 
to break up with me all of a 
sudden.

⑤	How will you be able to pay 
such high rent?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녀에게 당신 집에서 이사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② 그렇다면 저희가 이사 나갈 괜찮은 집을 구할 

시간을 좀 주세요.

③ 그녀가 우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기뻐요.

④ 당신이 갑자기 나랑 헤어질 줄 몰랐어요.

⑤ 당신이 그렇게 비싼 집세를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M: Hi, Mrs. Smith. What’s up?

W: Well, I could tell you this on the phone, 
but I think i’d better say it in person. I 
am here to remind you that your 
contract is ending soon. it is finished 
next month.

M: Can I extend the contract for another 
year?

W: No. I am sorry that I have to tell you 
this. But I want you to move out. I can’t 
bear all of the noise that your family 
makes.

M: Please. I will make sure that we are 
extra careful not to make any noise.

W: Well, you guys like to have too many 
parties. I don’t think it’s possible for you 
to make less noise.

M: Oh, please.

W: I am sorry, but no. My mother is sick 
and needs to rest at home. But she has 
a hard time getting any sleep due to the 
noise coming from your house.

M: 안녕하세요, Smith 부인. 무슨 일이세요?

w: 음, 전화로 이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신의 계약이 곧 끝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왔어요. 다음 달에 끝나죠.

M: 계약을 일 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w: 아뇨. 이런 말을 해야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사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가족이 내는 모든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M: 제발요. 반드시 저희가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더 

주의할게요.

w: 글쎄요, 당신들은 너무 많은 파티를 열고 싶어 

하잖아요. 덜 시끄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M: 오, 제발요.

w: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집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in person 직접, 몸소   remind 상기시키다   contract 
계약   extend 연장하다   move out 이사 나가다   bear 
참다, 견디다   noise 소음   rest 쉬다   have a hard time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due to ~ 때문에   decent 
괜찮은, 제대로 된   break up with ~와 헤어지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don’t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this meal.

②	I’ve always wanted to eat at a 
fancy restaurant like this.

③	I got a scholarship, so I 
invited you here to thank you 
for everything.

④	Would you guys pay for me 
one last time?

⑤	I will not forget the moment I 
got the scholarship.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이 식사 값을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

② 나는 항상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었어.

③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감사하려고 여기로 초대했어.

④ 너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 대신 지불해 

주겠니?

⑤ 나는 장학금을 받은 그 순간을 잊지 않을 거야.

W: John is a second-year student in 
college. He is working hard to pay his 
tuition. His friends know that he has 
financial difficulties, so they pay for his 
meals most of the time when they go 
out with him. John always feels bad 
about that. One day, he gets a 
scholarship from the school that will 
cover his tuition for the entire school 
year. Now, he wants to pay back his 
friends for having helped him, so he 
decides to treat them to dinner at a 
fancy restaurant. When he invites his 
friends out to dinner, they are surprised 
by his proposal. Now that they are all 
having dinner together, John wants to 
tell them that he got a scholarship and 
express his thanks for what his friends 
have done for him. What would he say 
in this situation?

w: John은 대학교 2학년생이다. 그는 학비를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와 함께 밖에 나갈 

때는 대부분 그의 식비를 지불해 준다. John은 늘 

그것이 미안하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전 학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는다. 이제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일에 대해 보답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을 

대접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 그들은 그의 제안에 놀란다. 이제 그들이 

모두 함께 저녁을 먹고 있어서, John은 자기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이 

그에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tuition 등록금, 학비   financial 재정적인   difficulty 
어려움   most of the time 대부분   scholarship 장학금   

cover (요금, 비용 등을) 충분히 치르다, 감당하다   pay 
back 갚다   treat 대접하다   fancy 고급의, 값비싼   

proposal 제안   express 표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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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where the woman lives 
now

②	a new place to live in
③	what the woman sells at 

her store
④	getting rid of 

unnecessary stuff
⑤	the man’s vacation 

plans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여자가 지금 사는 곳

② 들어가 살 새로운 집

③ 여자가 가게에서 파는 것

④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는 것

⑤ 남자의 방학 계획

M: I heard you had a garage sale. What did you sell?

W: You know that we’re going to move to a new 
house, right? So my family decided to get rid of 
a lot of our unnecessary stuff. We sold things like 
books, keyboards, and tables.

M: Where did you have the garage sale? Don’t you 
live in an apartment building?

W: It was in front of our apartment building.

M: Did many people come and buy your stuff?

W: Oh, yes. I was worried that we wouldn’t be able 
to sell a lot of things, but, fortunately, we sold 
almost everything.

M: Good. did you make a lot of money?

W: Kind of. We are just happy to have gotten rid of 
the stuff we didn’t use anymore and to have 
made money at the same time.

M: Cool. I want to have a garage sale to get rid of 
my stuff this vacation.

W: Good idea.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M: 차고 세일을 했다고 들었어. 뭘 팔았니?

w: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거 알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없애기로 

결정했어. 우리는 책이랑 키보드, 탁자 같은 

것들을 팔았단다.

M: 차고 세일을 어디서 했어? 너 아파트에 살지 

않아?

w: 아파트 건물 앞에서 했어.

M: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 물건을 샀니?

w: 오, 그래. 나는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운 좋게도 거의 모든 것을 

팔았어.

M: 잘됐네. 돈은 많이 벌었어?

w: 어느 정도. 우리는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없애고 동시에 돈도 벌어서 그저 기쁠 뿐이야.

M: 멋지다. 나도 이번 방학에 차고 세일을 해서 내 

물건을 없애고 싶어.

w: 좋은 생각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 줘.

garage sale 차고 세일, (차고에서 하는) 중고 물품 

세일   get rid of ~을 없애다   unnecessary 
불필요한   stuff 물건   make money 돈을 벌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Most people engage in multitasking.
②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multitasking.
③	Multitasking is harmful to productivity.
④	Multitaskers are welcome in many places.
⑤	Multitasking does not always work well.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한다.

② 멀티태스킹을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③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에 해롭다.

④ 멀티태스커들을 많은 곳에서 환영받는다.

⑤ 멀티태스킹이 항상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People believe that multitaskers are good at ignoring 
irrelevant information.

②	Heavy multitaskers are worse at ignoring irrelevant 
information.

③	Heavy multitaskers are bad at organizing and sorting 
information.

④	Heavy multitaskers are not good at switching from one 
task to another.

⑤	Multitasking increases one’s productivity at work.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들은 멀티태스커들이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한다.

② 심한 멀티태스커들은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 걸 더 잘 못한다.

③ 심한 멀티태스커들은 정보를 조직하고 분류하는 일을 잘 못한다.

④ 심한 멀티태스커들은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잘 전환하지 못한다.

⑤ 멀티태스킹은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M: Today, I will introduce the results of some recent 
research conducted by researchers at Stanford 
University. Some researchers there divided a group 
of more than 250 students into light or heavy media 
multitaskers and checked their productivity at work. 
A lot of people would expect that the people who 
multitask with all kinds of media would be good at 
ignoring unrelated information. But the results were 
quite striking. The researchers discovered that those 
people are much worse at ignoring irrelevant 
information than those who engage in light 
multitasking. Also, heavy multitaskers are worse at 
organizing and arranging information, so they are not 
very good at switching from one task to another.

M: 오늘은 Stanford 대학교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곳의 몇몇 연구자들은 25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벼운 혹은 심한 

미디어 멀티태스커로 나누고, 그들의 업무 생산성을 점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미디어로 멀티태스킹하는 사람들은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을 잘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벼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보다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을  

훨씬 더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심한 멀티태스커들은 정보를 조직하고 

정리하는 일을 더 못해서,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그다지 잘 전환하지 못합니다.

result 결과   research 연구   conduct 수행하다   researcher 연구자   divide 나누다   

multitasker 멀티태스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   productivity 생산성   

multitask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다   ignore 무시하다   unrelated 관련 없는   

striking 놀라운, 주목할 만한   discover 발견하다   irrelevant 관련 없는   engage in 
~에 참여하다, ~에 종사하다   organize 조직하다   arrange 정리하다   switch 바꾸다, 

전환하다   task 일,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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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Jamie가 그린 그림을 

고르시오.

M: Laura, you’re here. Thank you for 
coming to the exhibition.

W: Jamie, don’t say that. i’m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M: Come this way. I’ll show you my 
painting.

W: Okay. Here are a still life, a portrait, and 
a landscape. Which one is yours?

M: Mine is a portrait of my english teacher.

W: I see. Is it a full-length portrait?

M: No, it’s not. It’s a half-length portrait.

W: Then is this one yours? Your english 
teacher is so beautiful. She looks like a 
model.

M: Oh, my teacher is a man.

W: Is he the one wearing glasses?

M: Well, he usually wears glasses, but I 
painted him without them.

M: Laura, 왔구나. 전시회에 와 주어서 고마워.

w: Jamie, 그런 말 하지 마. 나야말로 초대받아서 

영광인걸.

M: 이쪽으로 와. 내 그림 보여 줄게.

w: 응. 여기 정물화, 초상화, 그리고 풍경화가 있네. 어느 

것이 네 거니?

M: 내 것은 우리 영어 선생님의 초상화야.

w: 그렇구나. 전신 초상화니?

M: 아니. 반신 초상화야.

w: 그럼 이 그림이 네 거니? 네 영어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모델 같아.

M: 오, 우리 영어 선생님은 남자야.

w: 안경 쓰고 있는 분이니?

M: 음, 그분은 보통 안경을 쓰시는데, 난 안경 없이 

그렸어.

exhibition 전시회   be honored to ~해서 영광이다   still 
life 정물화   portrait 초상화   landscape 풍경화   full-
length 전신이 다 보이는   half-length 반신의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warmhearted
②	impetuous
③	timid
④	careless
⑤	romantic

① 마음이 따뜻한

② 충동적인

③ 소심한

④ 경솔한

⑤ 낭만적인

W: What are you searching for on the web?

M: I’m planning to adopt an abandoned 
dog.

W: What? Why don’t you just go to a pet 
shop and buy one?

M: Look at these pictures. Aren’t they so 
cute and lovely?

W: You are right. But...

M: don’t be so biased. They are the same 
as normal pets. Most of them are 
abandoned, got lost, or have been 
abused. I feel so sorry for them.

W: I agree. What happens if their owners 
don’t get found or no one adopts them?

M: They usually stay in the shelter for ten 
days. After that, if no one claims them, 
they get euthanized.

W: Oh, no. That’s so cruel.

M: That’s why I’d like to adopt one of them: 
in order to save a life.

w: 인터넷에서 뭘 찾고 있니?

M: 유기견을 입양할 계획이야.

w: 뭐라고? 그냥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한 마리 사지 

그래?

M: 이 사진들을 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니?

w: 네 말이 맞아. 하지만…

M: 그렇게 선입견 갖지 마. 그들은 보통 애완동물과 

똑같아. 대부분은 유기되거나, 길을 잃거나, 

학대받았어. 그들이 너무 불쌍해.

w: 동감이야. 만일 주인을 못 찾거나 아무도 그들을 

입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M: 대개는 보호소에서 열흘 동안 있어. 그 후에는, 아무도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으면, 안락사 하게 돼.

w: 오, 이런. 너무 잔인하다.

M: 그래서 내가 그들 중 한 마리를 입양하고 싶은 거야.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adopt 입양하다   abandoned 버려진, 유기된   pet 
애완동물   biased 선입견을 가진   normal 보통의, 

정상적인   get lost 길을 잃다   abused 학대받은   feel 
sorry for ~을 가엾게 여기다   owner 주인   shelter 
보호소   claim (자기 권리나 재산으로) 요구하다   euthanize 
안락사시키다   cruel 잔인한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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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having Lily’s birthday party
②	buying a present for Judy
③	understanding personal 

tastes
④	different kinds of scents
⑤	putting on perfume

① Lily의 생일 파티 열기

② Judy에게 줄 선물 사기

③ 개인의 취향 이해하기

④ 다양한 종류의 향기

⑤ 향수 뿌리기

W: Why do you have such a long face, 
Tim?

M: I’d like to buy some perfume for my 
girlfriend Judy, but I don’t know which 
one I should buy.

W: It won’t be easy to choose. it really 
depends on individual taste.

M: That’s why I’m having a hard time. A 
few days ago, she said that she was 
running out of perfume.

W: I see. Let me help you then. How does 
your girlfriend’s perfume smell? Is it 
floral, fruity, or musky?

M: Well, I’m not so sure, but it has 
something like a floral scent.

W: Then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 
thing. Lovely Lovely is the most popular 
perfume with women these days. And it 
has a floral scent.

M: Really? Thank you, Lily.

w: 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니, Tim?

M: 내 여자 친구 Judy에게 줄 향수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

w: 고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건 정말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거든.

M: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며칠 전에 그녀가 향수를 다 써 

간다고 말했어.

w: 그렇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자 친구의 향수 

냄새가 어때? 꽃향기니, 과일 향이니, 아니면 

사향이니?

M: 음, 확실하지는 않지만, 꽃향기 같은 게 나.

w: 그럼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Lovely Lovely가 

요즘 여자들에게 가장 있기 있는 향수야. 그리고 

꽃향기가 나고.

M: 정말? 고마워, Lily.

have a long face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   perfume 
향수   individual taste 개인의 취향   run out of ~을 다 

쓰다   floral 꽃의   fruity 과일 향이 강한   musky 사향의   

scent 향기, 냄새

04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고르시오.

①	$35
②	$50
③	$52.50
④	$49
⑤	$70

① 35달러

② 50달러

③ 52.50달러

④ 49달러

⑤ 70달러

W: Wow! We are finally here! I’m so 
excited.

M: Me too. It’s been three years since I’ve 
been here. I heard that there are a few 
new scary rides.

W: Let’s buy our tickets and go in.

M: How much is a ticket?

W: A general admission ticket is $15, a 
ticket for five rides is $25, and a ticket 
that lets you ride on everything is $35. 
What do you want?

M: Let’s buy the one that lets us ride on 
everything. Then we can ride whatever 
we want to.

W: Okay. Do you have a discount card? If 
you have a visa card, we can get 30% 
off. And if you have a BC card, we can 
get 25% off.

M: I have a visa card.

W: That’s great.

w: 와! 마침내 여기 왔네! 정말 신 난다.

M: 나도 그래. 난 여기 온 지 3년 됐어.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몇 개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w: 표를 사서 들어가자.

M: 표가 얼마야?

w: 일반 입장권은 15달러, 다섯 개 타는 표는 25달러, 

그리고 모든 것을 탈 수 있는 표(자유이용권)는 

35달러야. 어떤 것을 원해?

M: 모든 것을 탈 수 있는 표를 사자. 그러면 우리가 타고 

싶은 것은 뭐든지 탈 수 있잖아.

w: 좋아. 할인 카드 있니? 비자 카드가 있으면 30% 할인 

받을 수 있어. 그리고 BC카드가 있으면 25% 할인 

받을 수 있고.

M: 나 비자 카드 있어.

w: 잘됐다.

scary 무서운, 겁나는   ride 놀이 기구   general 일반적인   

admission ticket 입장권   ride on ~을 타다   discount 
card 할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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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1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advertise a new card
②	to promote a prepaid card
③	to check the balance of a card 

regularly
④	to ask people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⑤	to have enough cash in one’s 

wallet

① 새 카드를 광고하려고

② 선불 카드를 홍보하려고

③ 정기적으로 카드 잔액을 확인하려고

④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하려고

⑤ 지갑에 충분한 현금을 지니려고

W: If you don’t have enough money on 
your prepaid transportation card, you 
might feel embarrassed when you get 
on a bus or subway. When you don’t 
have enough money, the scanning 
machine says quite loudly, “You don’t 
have enough money. Please check the 
balance.” If that happens, you have to 
pay in cash. What are you going to do if 
you have no cash or have no small bills 
in your wallet? Here is one solution. Our 
new SSS credit card has a 
transportation function. We stick a tiny 
chip on your card that has a 
transportation function. This is a 
deferred payment card, so you will 
never get embarrassed in public. Feel 
free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with 
our card.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all 080-080-0808. Thank you.

w: 만일 당신의 선불 교통카드에 충분한 잔액이 없다면, 

당신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잔액이 없을 때 스캐닝 기계에서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말이 꽤 크게 나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지갑에 현금이 

없거나 소액 지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희 새 SSS 

신용카드는 교통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 

기능을 지닌 아주 작은 칩을 카드에 부착합니다. 

이것은 후불 카드이므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황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카드로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80-080-0808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repaid 선불된   transportation 교통   embarrassed 
당황한   balance 잔액, 잔고   cash 현금   bill 지폐   

solution 해결책   function 기능   stick 붙이다   deferred 
payment 후불   in public 사람들이 있는 데서   feel free 
to 마음대로 ~하다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go to the supermarket 
together

②	visit Korea together
③	buy him some chopsticks
④	recommend some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⑤	teach him how to use 

chopsticks

① 슈퍼마켓에 같이 가기

② 한국에 같이 가기

③ 그에게 젓가락 사 주기

④ 한국의 관광 명소 추천해 주기

⑤ 그에게 젓가락 시용법 가르쳐 주기

W: i heard you are going to Korea during 
summer vacation.

M: Yeah. That’s why I bought this travel 
brochure.

W: Have you decided where you will go?

M: Yeah. I will go to Seoul, Gyeongju, 
Busan, and Jejudo.

W: Wow! That will be a wonderful 
journey. What about the food? Are 
there any specific foods you’d like to 
try?

M: Well. This book said I should try galbi, 
bibimbap, and bulgogi.

W: That will be good. By the wa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Before 
going, you should learn. Using them will 
be a good way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M: You’re right. If you know how to use 
them, can you teach me?

W: Why not?

M: I really appreciate it.

w: 너 여름 방학 때 한국에 간다고 들었어.

M: 응. 그래서 이 여행 책자를 샀어.

w: 어디로 갈지 결정했니?

M: 응. 서울, 경주, 부산, 제주도에 갈 거야.

w: 와! 그거 멋진 여행이 되겠구나. 음식은? 먹어 보고 

싶은 특정 음식이 있니?

M: 글쎄. 이 책자에는 갈비, 비빔밥, 불고기 등을 먹어 

보라고 써 있네.

w: 맛있겠다. 그런데 너 젓가락 사용할 줄 알아? 가기 

전에 배우는 게 좋을걸.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M: 맞아. 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면, 나한테 가르쳐 

줄래?

w: 그래.

M: 정말 고마워.

travel brochure 여행 책자   journey 여행   specific 
특정한   chopsticks 젓가락   experience 경험하다   

culture 문화   appreciate 감사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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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여자가 장래에 원하는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pilot
②	a teacher
③	an economist
④	a social worker
⑤	a flight attendant

①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② 선생님

③ 경제학자

④ 사회복지사

⑤ 승무원

M: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 When I was young, I wanted to be a 
teacher.

M: A teacher? Then why are you majoring 
in economics?

W: My parents asked me to choose this 
major, but I think it isn’t right for me. So 
I’m considering changing my major to 
another one.

M: To the education Department?

W: No. I’m thinking of transferring to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d like to 
assist people who need a helping hand.

M: That sounds wonderful. That was what 
i wanted to be when i was young.

W: Then?

M: But I found out that flying everywhere 
would be more fun.

W: I see. I’m sure you’ll be a great pilot.

M: 너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w: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M: 선생님? 그러면 왜 경제학을 전공하는 거야?

w: 부모님이 이 전공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내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전공을 다른 것으로 

바꿀까 고려 중이야.

M: 교육학과로?

w: 아니. 사회복지학과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M: 멋지다.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것인데.

w: 그런데?

M: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더 재미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

w: 그렇구나. 너는 분명 훌륭한 파일럿이 될 거야.

major in ~을 전공하다   economics 경제학   major 전공   

consider 고려하다   education Department 교육학과   

transfer to ~로 이동하다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assist 돕다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시오.

W: Would you like to have some of this 
peach?

M: I’m sorry, but I can’t. i’m allergic to 
peaches.

W: Oh, I didn’t know that. My brother has 
the same problem.

M: Are peaches your favorite fruit?

W: Well, I like most fruits. i’m not picky at 
all.

M: I see. I especially like grapes, oranges, 
and pears. But I like persimmons the 
most. Fall is the best season to eat 
them.

W: Oh, I’d love to have some. Just thinking 
about them is making my mouth water.

M: I have some at home. I’ll bring some for 
you tomorrow.

W: Thank you.

w: 이 복숭아 좀 먹을래?

M: 미안하지만, 못 먹어. 나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w: 오, 몰랐어. 내 동생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M: 복숭아가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니?

w: 글쎄, 나는 대부분의 과일을 좋아해. 나는 전혀 

까다롭지 않거든.

M: 그렇구나. 나는 특히 포도, 오렌지, 배를 좋아해. 

하지만 감이 가장 좋아. 가을이 감을 먹기는 가장 좋은 

계절이지.

w: 오, 먹고 싶다.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에 군침이 

돈다.

M: 집에 몇 개 있어. 내일 좀 갖다 줄게.

w: 고마워.

peach 복숭아   be allergic to ~에 알레르기가 있다   

picky 까다로운   pear 배   persimmon 감   make one’s 
mouth water 입에 군침이 돌게 하다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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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음을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en he started swimming
②	who found his talent for 

swimming
③	why he started swimming
④	when he became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⑤	who asked him to learn how 

to swim

① 그가 언제 수영을 시작했는지

② 누가 수영에 대한 그의 재능을 발견했는지

③ 왜 그가 수영을 시작했는지

④ 그가 언제 국가 대표 선수가 되었는지

⑤ 누가 그에게 수영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는지

M: I don’t know what to say firs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cheered for me.  
I still can’t believe I got this gold medal. 
I started to learn how to swim when I 
was five years old because I had 
asthma. The doctor told my mom that 
swimming was a highly effective 
treatment for it. A few months later, my 
asthma disappeared, and I became very 
healthy. At that time, my coach found 
out that I have a talent for swimming. 
So I went through intensive training.  
I didn’t expect I would ever become a 
swimmer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This is all like a dream. Thank you 
again. I love all of you.

M: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이 금메달을 땄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천식이 있어서 5살 때 수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의 엄마께 수영이 

천식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라고 말씀하셨죠. 몇 달 후 

천식은 사라졌고, 저는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그 당시 

제 코치님께서 제가 수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선수와 국가 대표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꿈만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cheer for ~을 응원하다   asthma 천식   highly 매우   

effective 효과적인   treatment 치료   disappear 
사라지다   talent 재능   go through ~을 겪다, ~을 거치다   

intensive training 집중 훈련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국가 대표 선수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y are on the subway.
②	They will be an hour late for 

the wedding.
③	They were late for another 

wedding before.
④	They will find another route 

to be on time.
⑤	The man thinks they will be 

late because of the woman.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그들은 지하철에 있다.

② 그들은 결혼식에 한 시간 늦을 것이다.

③ 그들은 전에 다른 결혼식에 늦었다.

④ 그들은 제시간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⑤ 남자는 그들이 여자 때문에 늦을 거라고 

생각한다.

W: It’s bumper-to-bumper traffic as far as I 
can see.

M: We are so stuck in a traffic jam.

W: Oh, I am afraid we might be late for the 
wedding.

M: If the road situation does not get any 
better, we’re definitely going to be late.

W: You see. We should have left home at 
least an hour earlier.

M: I think you are right. I am sorry.

W: It’s no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Don’t you remember what happened 
when we went to Amy’s wedding the 
other day?

M: Yeah. We were late because I didn’t 
hurry enough.

W: I won’t know what to say to Joseph if 
we miss his wedding.

M: Come on.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we 
will be on time.

w: 보이는 데는 다 길이 꽉 막혀 있어.

M: 길이 너무 막힌다.

w: 오, 결혼식에 늦을지도 모르겠다.

M: 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늦을 거야.

w: 봐. 최소한 한 시간 일찍 집을 떠났어야 했어.

M: 네가 맞았어. 미안해.

w: 이런 일이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요전에 

Amy의 결혼식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

M: 기억 나. 내가 빨리 서두르지 않아서 우리가 늦었지.

w: Joseph의 결혼식을 놓치면 걔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M: 괜찮아. 아직 제시간에 갈 가능성이 있어.

bumper-to-bumper traffic 교통 체증   be stuck in 
~에 갇혀 꼼짝 못하는   traffic jam 교통 체증   wedding 
결혼식   situation 상황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다   

the other day 요전에   miss 놓치다   chance 가능성   on 
time 제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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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ants his phone to 
be disconnected.

②	The man does not like the 
phone company’s service.

③	The man will move to 
another city.

④	The woman checked the 
man’s birth date for security 
reasons.

⑤	The phone will be 
disconnected after 10 a.m. 
tomorrow.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남자는 자기의 전화를 해지하려고 한다.

② 남자는 전화 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③ 남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것이다.

④ 여자는 남자의 생일 날짜를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했다.

⑤ 전화는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해지될 것이다.

W: ATN Telephone Service. May I help you?

M: I am calling to disconnect my phone 
line.

W: May i ask you why?

M: It’s not that I have any complaints about 
the service or anything. I graduated last 
week, and I am moving to New York to 
start my new job.

W: Congratulations.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M: My phone number is 775-3345-7789.

W: And the name on the account, please?

M: My name’s Tim Morris.

W: May I have your date of birth, please? 
It’s for security reasons.

M: It’s July 7.

W: Thank you. When would you like to be 
disconnected?

M: Tomorrow after 10 in the morning.

W: Sure. Your phone will be disconnected 
after 10 a.m. tomorrow.

w: ATN Telephone Service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제 전화선을 해지하기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w: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M: 서비스나 뭐 그런 것에 관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졸업을 했고, 새 일을 시작하게 

되어 뉴욕으로 이사하거든요.

w: 축하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겠어요?

M: 제 전화번호는 775-3345-7789 입니다.

w: 그리고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성함은요?

M: 제 이름은 Tim Morris 입니다.

w: 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M: 7월 7일입니다.

w: 감사합니다. 언제 해지되기를 원하세요?

M: 내일 아침 10시 이후요.

w: 네. 고객님의 전화는 내일 아침 10시 이후에 해지될 

것입니다.

disconnect 연결을 끊다   complaint 불만   graduate 
졸업하다   account 계정   date of birth 생일   security 
reason 보안상의 이유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hates helping the 
woman do the laundry.

②	The man does not like to 
wear sneakers anymore.

③	The man’s hobby is collecting 
coins.

④	The man put black and white 
clothes together in the 
washer before.

⑤	The man will not do the 
laundry anymore.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자는 여자가 빨래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싫어한다.

② 남자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하지 않는다.

③ 남자의 취미는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④ 남자는 전에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세탁기에 

같이 넣었다.

⑤ 남자는 이제 빨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W: Where is that strange sound coming 
from?

M: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the 
washer.

W: Really? Oh, I know what it is. Didn’t you 
make sure there weren’t any coins in 
your pocket when you put your pants in 
the laundry?

M: i have to admit that i forgot. I’m sorry.

W: It’s okay. But be careful the next time. 
By the way, what is in the washer?

M: What? Are you talking about my 
sneakers?

W: What? Did you put your sneakers in the 
washing machine? You shouldn’t wash 
your sneakers in the washing machine!

M: Oh, really? I didn’t know that. But like 
you told me, I made sure this time that I 
didn’t put black and white clothes in at 
the same time.

W: Oh, Jamie. Why do you always cause 
problems when I ask you to do the 
laundry?

w: 저 이상한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M: 세탁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w: 정말? 오, 뭔지 알겠다. 바지를 세탁물에 넣을 때 

주머니에 동전이 없는지 확인 안 했지?

M: 깜박했다고 인정해야겠네. 미안해.

w: 괜찮아. 하지만 다음 번에는 조심해. 그나저나 세탁기 

안에 뭐가 있는 거니?

M: 뭐? 내 운동화 말하는 거야?

w: 뭐? 운동화를 세탁기에 넣었어? 운동화는 세탁기에서 

빨면 안 되지!

M: 오, 정말? 그건 몰랐어. 하지만 네가 말해 주었듯이, 

이번에는 검정색과 흰색 옷을 동시에 넣지 않은 걸 

확인했어.

w: 오, Jamie. 내가 너에게 빨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strange sound 이상한 소리   washer 세탁기   make 
sure (that) 꼭 ~하다, ~을 확실히 하다   coin 동전   

laundry 세탁물   admit 인정하다   sneakers 운동화   

washing machine 세탁기   at the same time 동시에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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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think she lives in an 
apartment building.

②	I think I saw her in the 
cafeteria a few minutes ago.

③	She will know the meaning. 
That’s for sure.

④	She will be happy to help you 
out.

⑤	I am sorry, but I don’t know 
who you are talking about.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걔는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

② 몇 분 전에 구내식당에서 본 것 같은데.

③ 걔는 뜻을 알 거야. 그건 확실해.

④ 걔는 너를 도와주게 되어서 기뻐할 거야.

⑤ 미안한데, 네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M: Hey, Tiffany. do you have a minute to 
help me out?

W: Sure. What is it?

M: I am reading a Japanese novel for my 
homework. But there is a sentence I 
don’t understand.

W: Let me see. Wow, the sentence is really 
long.

M: Yes. It is very complicated, and there 
are some words I can’t understand. I 
am not sure about their meanings even 
after I looked them up in the dictionary.

W: Well, I hate to admit it, but I don’t think I 
can help you.

M: Really?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novel, so I am kind of stuck.

W: Well, why don’t you ask Sunny then? 
You know she used to live in Japan 
when she was young.

M: Yes. You’re right. Do you know where 
she is now?

M: 안녕, Tiffany. 잠시 나 도와줄 시간 있어?

w: 응. 뭔데?

M: 숙제 때문에 일본 소설을 읽고 있거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

w: 어디 보자. 와, 문장이 참 길다.

M: 응. 아주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 

사전에서 찾아봤는데도 뜻을 확실히 모르겠어.

w: 음, 인정하기 싫지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M: 정말? 여긴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좀 막혔어.

w: 음, 그럼 Sunny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걔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잖아.

M: 응. 맞다. 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novel 소설   sentence 문장   complicated 복잡한   

meaning 의미   look ~ up ~을 찾아보다   dictionary 
사전   be stuck (대답 등이) 막히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Can I watch that together 
with you?

②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a little?

③	How can you say such rude 
things?

④	Can I ask you where you are 
going to get off?

⑤	Do you know where this bus 
is going?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것을 당신과 같이 봐도 될까요?

② 소리를 좀 줄여 줄래요?

③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어요?

④ 어디에서 내리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⑤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W: Julie is going to take an important exam 
today. She didn’t have enough sleep 
since she was preparing so hard for the 
exam. While she is sitting on the bus, 
she wants to get some rest until she 
gets to her school. But, suddenly, the 
man sitting next to her starts speaking 
loudly on his cell phone. She becomes 
annoyed, but she doesn’t say a word to 
him. He hangs up, but now he begins to 
watch his DMB without wearing any 
earphones. She now can’t stand the 
noise anymore and decides to say 
something to hi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he say?

w: Julie는 오늘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 그녀는 시험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느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그녀는 버스에 앉아 있는 동안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좀 쉬고 싶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큰 소리로 핸드폰 통화를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짜증이 나지만 그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전화를 끊더니, 이제는 이어폰도 꽂지 않고 

DMB를 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를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결심한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뭐라고 말할까?

take an exam 시험을 치르다   get some rest 쉬다   

annoyed 짜증이 난   hang up 전화를 끊다   stand 참다, 

견디다   noise 소음   turn down (소리 등을) 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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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quitting a school 
competition

②	getting an extension 
on an assignment

③	not turning in some 
homework

④	how to solve some 
math problems

⑤	giving a good excuse 
for not doing one’s 
homework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학교 경연 대회를 포기하는 것

② 숙제 기한 연장을 받는 것

③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것

④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

⑤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좋은 

구실을 대는 것

M: Liz, can i have a word with you?

W: Sure. I know what this is about. It’s about my 
homework, isn’t it?

M: Yeah. I realized you didn’t turn in your 
homework in class yesterday.

W: I am sorry. It’s just that I couldn’t finish it.

M: Was it too difficult? I know some of the 
questions were quite demanding.

W: Yeah. The second question was especially 
challenging. I used the textbook and my class 
notes to try to find the answer, but it was too hard.

M: So you just gave up? Why didn’t you skip the 
difficult questions and try the others?

W: I just got so frustrated after that. I lost all my 
willingness to finish the homework assignment.

M: That isn’t a good excuse. I expected more from you.

W: I’m really sorry, Mr. Smith. I promise to work 
harder from now on.

M: Liz,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w: 네.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아요. 제 숙제에 대해서죠, 

그렇죠?

M: 응. 네가 어제 수업에서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w: 죄송해요. 그냥 끝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M: 너무 어려웠니? 몇몇 문제들이 꽤 어려웠다는 것은 알아.

w: 네. 두 번째 문제가 특히 어려웠어요. 교과서랑 수업 

노트를 보면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M: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니? 왜 어려운 문제들은 

넘어가고 다른 것들을 해 보지 않았니?

w: 그냥 그 후에 너무 좌절이 됐어요. 숙제를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잃었어요.

M: 그건 좋은 변명이 못 돼. 나는 네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어.

w: 정말 죄송합니다, Smith 선생님.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have a word with ~와 잠깐 이야기하다   turn in 제출하다   

demanding 힘든, 어려운   challenging 어려운, 만만치 

않은   textbook 교과서   give up 포기하다   skip 건너뛰다   

frustrated 좌절한   willingness 기꺼이 할 마음   excuse 
변명, 구실   from now on 지금부터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why GM technology is dangerous
②	where GM technology was created
③	how to increase food productivity
④	the advantages of GM technology
⑤	the kinds of plants produced by GM technology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유전자 변형 기술이 위험한 이유

② 유전자 변형 기술이 만들어진 곳

③ 식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법

④ 유전자 변형 기술의 이점들

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되는 식물의 종류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GM food has been produced but is not commercially 
successful.

②	GM technology allows longer storage times for fruits and 
vegetables.

③	Flexibility in production and an increase in harvested 
crops are benefits of GM technology.

④	Consumers benefit from the availability of many kinds of 
fruits due to GM technology.

⑤	Heavy losses due to the uncontrolled ripening of 
vegetables are prevented by GM technology.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유전자 변형 식품은 생산되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② 유전자 변형 기술은 과일과 채소의 저장 기간을 더 늘려 준다.

③ 생산의 유연성과 추수된 작물의 증가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혜택이다.

④ 소비자들은 유전자 변형 기술 때문에 다양한 과일의 이용 가능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⑤ 조절되지 않은 채소의 숙성으로 인한 큰 손실들은 유전자 변형 기술에 의해 예방된다.

M: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has been used to 
produce a variety of crops, some of which have 
become commercially successful. The foremost 
advantage of GM technology is that it delays the 
ripening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refore allows 
longer periods of time for storage. In the U.S., 
farmers benefit from GM technology because it 
permits flexibility in production and increases the 
amount of food they can harvest. Consumers benefit 
from the availability of many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Also, heavy losses due to the 
uncontrolled ripening of vegetables are prevented by 
using this technology. This enables farmers to have 
much greater flexibility in planning when to put their 
produce on the market.

M: 유전자 변형 기술은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 작물들 중 

일부는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과일 및 

채소의 숙성을 지연시켜서 저장 기간을 더 늘려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 농부들은 

유전자 변형 기술의 혜택을 받는다. 그것이 생산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수확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의 이용 가능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또한 조절되지 않은 채소의 

숙성으로 인한 큰 손실들도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막는다. 이것은 농부들이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을 시기를 계획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다.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ied 변형된   technology 기술   produce 생산하다; 

농작물   a variety of 다양한   crop 작물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foremost 가장 

중요한   advantage 이점   delay 지연시키다   ripening 숙성   storage 저장   benefit 
from ~로부터 혜택을 받다   permit 허락하다   flexibility 유연성   production 생산   

increase 증가시키다   harvest 추수하다   consumer 소비자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heavy loss 큰 손실   uncontrolled 조절되지 않은   prevent 막다, 예방하다   enable ~ 
to... ~가 …할 수 있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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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제품을 

고르시오.

W: Oh, no! My earphones are not working 
again.

M: Again? You just bought them last 
month.

W: That’s why I’m angry. I have to buy a 
new set. Can you help me?

M: Sure. is there anything you have in 
mind? Since your earphones are 
broken again, why don’t you try 
headphones this time? This black set 
looks cool, and it’s on sale. It also 
comes in white.

W: Well, black and white ones are too 
common. I want something that’s more 
colorful and handy as well. Aren’t 
headphones uncomfortable to carry? 
They can be quite heavy.

M: I see. Then what about this blue set of 
ear headphones? They look very 
comfortable and seem light.

W: Let me see. Oh, they look very trendy. 
I’ll buy these.

w: 오, 이런! 내 이어폰이 또 안 돼.

M: 또? 너 그거 지난달에 샀잖아.

w: 그러니까 화가 나지. 새 세트를 사야 하니까. 나 좀 

도와줄래?

M: 그래. 생각해 둔 것이라도 있니? 네 이어폰이 또 고장 

났으니까 이번에는 헤드폰을 써 보는 게 어때? 이 

검은색 세트가 멋져 보이고 할인 중이야. 흰색으로도 

나오고.

w: 글쎄, 검은색과 흰색은 너무 흔하잖아. 나는 색이 더 

화려하고 편리하기도 한 걸 원해. 헤드폰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니? 꽤 무거울 수도 있고.

M: 알았어. 그러면 이 파란색 이어헤드폰 세트는 어때? 

아주 편해 보이고 가벼울 것 같다.

w: 어디 보자. 오, 완전 최신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살래.

have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be broken 고장 나다   

on sale 판매되는, 할인 중인   common 흔한   colorful 
다채로운   handy 유용한, 편리한, 이용하기 편한 곳에 있는   

uncomfortable 불편한   comfortable 편한   light 가벼운   

trendy 최신 유행의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delighted – cheerful
②	glad – anxious
③	excited – regretful
④	touched – panic
⑤	pleased – bored

① 기쁜 – 쾌활한

② 기쁜 – 걱정되는

③ 신 나는 – 후회하는

④ 감동받은 – 당황한

⑤ 기쁜 – 지루한

W: Did you hear the news? The english 
grammar class got canceled today.

M: Really? Ha ha. Hooray! I was worried 
about the quiz. I studied quite hard, but 
some of the terms are a little confusing.

W: Listen. This is no laughing matter. The 
teacher, Mr. Thomas, went for a medical 
checkup and found out that he has 
some cancer cells in his stomach. If he 
doesn’t have an operation right away, 
he is in danger of dying.

M: Are you serious? He looked fine when I 
had class with him last Tuesday.

W: There is no telling about some health 
problems.

M: You’re right. We always have to take 
good care of ourselves. Anyway, I hope 
Mr. Thomas gets better soon.

W: let’s pray for him.

w: 너 그 소식 들었니? 오늘 영문법 수업이 취소됐대.

M: 정말? 하하. 만세! 나 퀴즈 걱정했었거든. 공부는 꽤 

열심히 했는데, 일부 용어들이 좀 헷갈려서.

w: 들어 봐.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Thomas 

선생님께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위에 

암세포가 있는 걸 알게 되셨대.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위험이 있대.

M: 정말이야? 지난 화요일에 그분 수업을 들을 때는 좋아 

보이셨는데.

w: 건강 문제는 알 수 없는 거야.

M: 맞아.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돌봐야 해. 어쨌든 

Thomas 선생님께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w: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

grammar 문법   get canceled 취소되다   hooray 만세   

term 용어   confusing 헷갈리는   medical checkup 
건강 검진   cancer cell 암세포   stomach 위   operation 
수술   in danger of ~할 위험이 있는   there is no -ing 
~할 수 없다   get better 회복되다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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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a government campaign 
against school violence

②	the start of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campaign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their students

④	the necessity of taking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⑤	the side effects of scolding 
students in class

①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 캠페인

②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시작

③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④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의 필요성

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꾸짖는 것의 부작용

W: As you know, school violenc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For many years, 
the government has waged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campaign, but it 
seems to be getting out of hand these 
days. The percentage of students 
engaging in violent behavior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school 
violence is not just a problem between 
students anymore. There are some 
students who have assaulted their 
teachers. There were cases both at 
elementary schools and junior high 
schools. When some teachers scolded 
their students for bullying and talking in 
class, the students beat up their 
homeroom teachers. I think these are 
some issues that we have to think 
seriously about. We have to take 
countermeasures to end school 
violence.

w: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수년간 정부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지만, 요즘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에 관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이제 학생들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사들을 폭행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왕따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일로 학생들을 꾸짖자, 

그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을 구타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 폭력을 근절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violence 폭력   serious 심각한   government 정부   

wage a campaign 캠페인을 벌이다   prevention 예방   

get out of hand 감당할 수 없게 되다   engage in ~에 

관여하다   violent behavior 폭행   assault 폭행하다   

scold 꾸짖다   bully (약자를) 괴롭히다, 왕따시키다   beat 
up 구타하다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   issue 
문제   countermeasure 대책   relationship 관계   

necessity 필요성   side effect 부작용

0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①	￦50,000
②	￦110,000
③	￦160,000
④	￦210,000
⑤	￦260,000

① 50,000원

② 110,000원

③ 160,000원

④ 210,000원

⑤ 260,000원

W: Ho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buy some tickets for the 
Seunghoon Shin concert. Are they all 
sold out already?

W: let me check. Which concert do you 
want tickets for?

M: I’d like tickets for the Christmas eve 
concert.

W: What time? You can choose either the 4 
p.m. or the 8 p.m. show.

M: The latter one, please.

W: Okay. We have four different kinds of 
seat levels. They are SR, R, S, and A. 
SR has the most expensive seats at 
130,000 won each, and A has the 
cheapest seat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seats is 25,000 won.

M: I see. Please give me two R seats. Here 
is my credit card.

W: Here are your tickets. enjoy the concert.

w: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신승훈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데요. 이미 다 

팔렸나요?

w: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콘서트 표를 원하세요?

M: 크리스마스이브 콘서트 표를 원합니다.

w: 시간은요? 오후 4시나 오후 8시 공연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M: 후자로 주세요.

w: 알겠습니다. 네 종류의 좌석 등급이 있습니다. SR, 

R, S, A입니다. SR이 장당 13만원으로 가장 비싼 

좌석이고, A가 가장 저렴한 좌석입니다. 좌석들 

사이의 가격 차이는 2만5천원이고요.

M: 그렇군요. R 좌석으로 두 장 주세요. 여기 

신용카드입니다.

w: 여기 표가 있습니다. 콘서트 즐겁게 보세요.

sold out 매진된   either ~ or... ~ 또는 … 둘 중 하나   the 
latter 후자의   seat level 좌석 등급   price difference 
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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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2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엄마가 아들을 꾸중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he is lazing around at 
home

②	because he did not wake up 
on time

③	because he did not take a 
shower before eating

④	because he did not listen to 
his mom

⑤	because he refused to have 
lunch

① 집에서 게으름을 피워서

② 제시간에 일어나지 않아서

③ 식사 전에 샤워하지 않아서

④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⑤ 점심 먹는 것을 거부해서

M: it’s a beautiful day, isn’t it?

W: Yeah, it is. everything looks good 
except you.

M: What do you mean, Mom?

W: The sun is high in the sky since it’s 
noon, but you just got up. You are 
always like that. When you come out of 
your room with messy hair, it makes you 
look like a homeless person.

M: Oh, Mom. It’s Sunday. I want to get 
some rest today.

W: Getting some rest and goofing off are 
totally different. You’d better start 
cleaning your room and then take a 
shower. And get ready for lunch, too.

M: All right. All right. i’ll do all of those 
things.

M: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w: 응, 그래. 너를 빼고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구나.

M: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w: 정오라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너는 이제 막 

일어났잖니.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네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오면, 그건 너를 노숙자처럼 보이게 

해.

M: 오, 엄마.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w: 쉬는 것과 빈둥거리는 것은 완전히 달라. 방 청소 

시작하고 샤워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점심 먹을 

준비도 하고.

M: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거 다 할게요.

except ~을 제외하고   messy hair 부스스한 머리   

homeless person 노숙자   goof off 빈둥거리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laze around 게으름을 피우다, 하는 일 

없이 있다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go to a public place
②	apologize to the customers
③	buy some ice cream for her
④	go to another restaurant
⑤	make his son behave

① 공공장소에 가기

② 손님들에게 사과하기

③ 그녀에게 아이스크림 사 주기

④ 다른 식당에 가기

⑤ 그의 아들을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만들기

W: excuse me. What is wrong with your 
son? He is running around the 
restaurant and yelling.

M: I’m very sorry. But if I stop him, he cries 
and cries.

W: However, he is bothering the 
customers. Look at all those people. 
They are frowning.

M: I’m very sorry. Since he is my only child, 
I want to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W: I think you have a wrong set of values. 
This is a public place, so you’d better 
do something to stop him.

M: Okay. I’ll buy him some ice cream. That 
is the only way that I can make him sit 
down at the table.

W: Please do so as soon as possible.

w: 실례합니다. 당신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식당을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있어요.

M: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만히 있게 하면 

계속 울어서요.

w: 그렇지만 아이가 손님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M: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외동이어서 원하는 걸 

하도록 놔두고 싶어서요.

w: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이곳은 

공공장소니까 아이를 가만히 있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좋겠어요.

M: 알겠습니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줄게요. 그게 

제가 아이를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w: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해 주세요.

yell 소리 지르다   bother 귀찮게 하다   frown 인상을 

찌푸리다   a wrong set of values 그릇된 가치관   

apologize 사과하다   behave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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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여자의 현재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student
②	a bank teller
③	a security guard
④	a stuntwoman
⑤	an actress

① 학생

② 은행원

③ 경비원

④ 스턴트우먼

⑤ 여배우

M: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W: Great. How about you?

M: I’m still working for Seoul Bank.

W: Are you? It’s been more than five years 
since I quit working there. You were the 
best security guard.

M: You are flattering me. It wasn’t me, but 
you. Ha ha. I was so sad when you 
went to Han’s Action School. How do 
you like it there?

W: Well... It was very tough being the only 
woman there for the first couple of 
months. I got injured almost every other 
week, and I got scratched nearly every 
day.

M: Oh, no! But you still go to that school, 
right?

W: Yes. Playing various roles for famous 
actresses is both fascinating and 
thrilling.

M: I see. I hope you take good care of 
yourself.

M: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w: 잘 지냈어요. 당신은요?

M: 저는 아직 서울은행에서 근무해요.

w: 그래요? 제가 그곳 근무를 그만둔 지 5년이 넘었네요. 

당신은 최고의 경비원이었어요.

M: 너무 띄워 주시네요.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죠. 하하. 

당신이 Han’s 액션 스쿨로 갔을 때 몹시 서운했어요. 

그곳은 어때요?

w: 음… 처음 두세 달은 거기서 유일한 여자라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격주로 부상을 입었고, 거의 매일 

상처가 났죠.

M: 오, 저런! 그런데도 아직 그 스쿨에 다니는 거죠?

w: 네. 유명 여배우들 대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흥분되거든요.

M: 그렇군요.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quit 그만두다   security guard 경비원, 보안 요원   flatter 
아부하다   tough 힘든   get injured 부상을 입다   every 
other 하나 걸러   get scratched 상처가 나다   various 
다양한   role 역할   fascinating 아주 흥미로운, 매력적인   

thrilling 흥분되는, 아주 신 나는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먹기로 한 음식을 

고르시오.

①	bulgogi
②	galbitang
③	shrimp fried rice
④	kimchi soup
⑤	kimchi fried rice

① 불고기

② 갈비탕

③ 새우볶음밥

④ 김치찌개

⑤ 김치볶음밥

W: This is a nice restaurant, and the prices 
are reasonable.

M: That’s why I recommended that you 
come here. This place sells a variety of 
Korean dishes.

W: Really? I’ll have the bulgogi. What 
about you?

M: I will have the galbitang.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in this place.

W: I see. The kimchi soup and the shrimp 
fried rice in this picture are making my 
mouth water. Are they delicious?

M: needless to say, both of them are 
awesome. Are you going to change 
your order then?

W: Well... I’ll just stick with my first choice.

M: Okay. You can try them the next time 
that we come here. Let’s order now.

W: Good. i’ll press the bell.

w: 여기 멋진 식당이네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M: 그래서 이곳에 와야 한다고 추천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한국 요리를 팔거든요.

w: 정말이요? 저는 불고기 먹을래요. 당신은요?

M: 저는 갈비탕 먹을래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랍니다.

w: 그렇군요. 이 사진 속의 김치찌개와 새우볶음밥을 

보니 입에 군침이 도네요. 이것들도 맛있나요?

M: 말할 필요도 없이 둘 다 끝내줍니다. 그러면 주문을 

바꾸실래요?

w: 음… 그냥 처음 고른 것으로 할게요.

M: 알겠어요. 다음 번에 우리가 이곳에 올 때 그것들을 

먹어 보면 되니까요. 이제 주문합시다.

w: 좋아요. 제가 벨을 누를게요.

reasonable 적당한, 너무 비싸지 않은   recommend 
추천하다   a variety of 다양한   dish 요리   shrimp 새우   

fried rice 볶음밥   make one’s mouth water ~의 입에 

군침이 돌게 하다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awesome 굉장한, 아주 좋은   order 주문; 주문하다   

stick with ~을 고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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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at the woman wants to 
buy

②	what to write down on the 
form

③	the price of the essence
④	when the woman can get her 

card
⑤	the woman’s skin type

① 여자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

② 양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③ 에센스의 가격

④ 여자가 카드를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⑤ 여자의 피부 타입

M: Hello. How may I help you?

W: I’d like to buy some whitening essence 
for my face.

M: Okay. What’s your skin type? You look 
like you have oily skin.

W: Yes. It’s sensitive, too. So I have to use 
something mild.

M: In that case, I recommend that you use 
this. it will be perfect for you.

W: Thank you. How much is it?

M: It’s $45. If you have a membership card, 
you can get 5% off.

W: Unfortunately, I don’t have one. Can I 
apply for a card now?

M: Sure. Please write down your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on this 
form.

W: Okay. Thank you.

M: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w: 제 얼굴에 바를 화이트닝 에센스를 사고 싶습니다.

M: 네.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지성 피부이신 것 

같은데요.

w: 네. 민감하기도 해요. 그래서 순한 것을 써야만 하죠.

M: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님께 딱 맞으실 거예요.

w: 감사합니다. 얼마인가요?

M: 45달러입니다. 회원카드가 있으시면 5%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w: 안타깝게도 없네요. 지금 카드 하나 신청할 수 

있나요?

M: 물론이죠. 이 양식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

w: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in type 피부 타입   oily skin 지성 피부   sensitive 
민감한   mild 순한, 온화한   in that case 그렇다면   apply 
for ~을 신청하다   form (서류 등의) 양식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had lobster.
②	The woman thinks the food 

is overpriced.
③	The man thinks the service 

was superb.
④	The man will tip twenty 

percent.
⑤	The man will pay the bill.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여자는 바닷가재를 먹었다.

② 여자는 음식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③ 남자는 서비스가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④ 남자는 20퍼센트의 팁을 줄 것이다.

⑤ 남자가 계산을 할 것이다.

W: That was a fabulous dinner. I’ve never 
tasted such wonderful steak.

M: Really? I am happy to hear that. My 
lobster was great, too.

W: Now I know the reason why this is the 
best restaurant in town. But the bill is 
probably going to be huge.

M: Well, let me check. The total amount is 
sixty dollars.

W: Considering the quality of the food, the 
price is actually quite reasonable.

M: But keep in mind that it doesn’t include 
the vAT and tip.

W: Right. A 10% tax is going to be added, 
and how much should we leave for a 
tip?

M: Generally, I tip 10 to 20 percent. Do you 
think the service was good?

W: It wasn’t bad. The waiter was kind.

M: Hmm. I think the service was normal. I’ll 
just tip ten percent.

W: Why don’t we split the check?

M: No way. It’s on me this time.

w: 기막히게 좋은 저녁이었어. 나는 그렇게 훌륭한 

스테이크를 먹어 본 적이 없어.

M: 정말? 그 말을 들으니 좋다. 내 바닷가재도 아주 

맛있었어.

w: 여기가 시내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인 이유를 이제 

알겠어. 하지만 계산서가 엄청날 것 같아.

M: 음, 내가 확인해 볼게. 총합계가 60달러야.

w: 음식의 질을 고려해 볼 때 가격은 사실 아주 적당하다.

M: 하지만 부가가치세랑 팁을 포함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w: 그래. 10% 세금이 더해질 거고, 팁으로는 얼마를 

남겨야 하지?

M: 대체로 나는 10-20퍼센트를 주거든. 서비스가 

좋았다고 생각해?

w: 나쁘지는 않았어. 웨이터가 친절했어.

M: 흠. 나는 서비스가 평범했던 것 같아. 그냥 

10퍼센트만 줄래.

w: 계산을 각자 하는 게 어때?

M: 그럴 수 없지. 이번에는 내가 낼게.

fabulous 기막히게 좋은   bill 계산서   total amount 총액, 

총합계   quality 질   keep in mind that ~을 명심하다   

include 포함하다   tip 팁; 팁을 주다   tax 세금   add 
더하다   normal 보통의   split the check 계산서를 각자 

부담하다   it’s on me. (돈을) 내가 낼게.   overpriced 너무 

비싼   superb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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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lent the man her 
MP3 player.

②	The woman asked the man 
several times to bring her 
MP3 player.

③	The man does not know 
where he lost the MP3 player.

④	The man tried hard to find 
the MP3 player.

⑤	The woman accepts the man’s 
apology.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가 남자에게 MP3 플레이어를 빌려 

주었다.

②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 MP3 플레이어를 

가져오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

③ 남자는 MP3 플레이어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④ 남자는 MP3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⑤ 여자는 남자의 사과를 받아 준다.

W: Jay, did you remember to bring my MP3 
player? You remember what I told you I’d 
do if you forgot it again?

M: I know. Well, it’s really hard for me to 
mention this, but i have to say it now.

W: What? Did you forget to bring it again?

M: No. It’s worse than that. To be honest,  
I lost your MP3 player.

W: What? How did that happen?

M: On the day that I borrowed it from you,  
I left it on the bus.

W: Then you lied to me after that?

M: I tried my best to find it. I called the bus 
company and even went to the company’s 
lost and found. I even put some flyers on 
the bus, but it was useless.

W: I know you didn’t do it on purpose, but 
you know that my MP3 player was 
important to me.

M: I know. That’s why I am very sorry.

W: Well, what’s done is done. Don’t feel too 
bad about it.

w: Jay, 내 MP3 플레이어 잊지 않고 가져왔니? 또 

잊어버리면 내가 뭘 하겠다고 했는지 기억하지?

M: 알아. 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든데, 이제 

말해야겠다.

w: 뭔데? 가져오는 거 또 깜박했니?

M: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네 

MP3 플레이어를 잃어버렸어.

w: 뭐? 어쩌다 그렇게 됐어?

M: 내가 너한테 그거 빌린 날 버스에 두고 내렸어.

w: 그럼 그 후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M: 그걸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버스 회사에 전화도 

하고, 그 회사의 분실물 센터에도 가 봤어. 심지어 

버스에 전단도 붙였는데 소용없었어.

w: 네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내 MP3 

플레이어는 나한테 중요한 거였다는 거 알잖아.

M: 알아.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w: 뭐, 이미 일어난 일은 할 수 없지. 너무 마음 쓰지 

마.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lie 거짓말하다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lost and found 분실물 보관소   flyer 전단   useless 
소용없는   on purpose 고의로   what’s done is 
done. 지나간 일은 할 수 없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has not packed 
very much yet.

②	The man and woman take 
the same class.

③	The man will leave with the 
woman.

④	The woman will go to 
another country.

⑤	The woman will not contact 
the man anymore.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아직 짐을 많이 싸지 않았다.

② 남자와 여자는 같은 수업을 듣는다.

③ 남자는 여자와 함께 떠날 것이다.

④ 여자는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다.

⑤ 여자는 이제 남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M: I can’t believe you’re leaving in just two 
weeks.

W: Me neither. Time really flies. What is the 
date again today?

M: It’s July 2. How do you feel?

W: I’m excited and a bit scared at the same 
time. I am packing my things these days, 
but I still can’t believe that I am leaving.

M: Yeah. i would feel the same if i were in 
your shoes. I’m sure you’ll enjoy yourself 
over there. All of my friends who took part 
in exchange programs told me that they 
had wonderful experiences.

W: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I will 
make sure I have a meaningful time there.

M: You’ll be gone for six months, won’t you?

W: Yeah, right. Though I can’t call you often 
because making international calls is 
expensive, I will keep in touch with you via 
email.

M: 네가 2주만 있으면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w: 나도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

M: 7월 2일이야. 기분이 어때?

w: 흥분되기도 하고 동시에 좀 두렵기도 해. 요즘 

짐을 싸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떠난다는 게 안 

믿겨져.

M: 그래. 내가 네 입장이라도 똑같은 기분일 거야. 넌 

분명 거기서 즐겁게 지낼 거야.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내 친구들은 모두 멋진 경험을 했다고 

말했거든.

w: 용기를 줘서 고마워. 나 반드시 거기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거야.

M: 여섯 달 동안 떠나 있는 거지, 그렇지?

w: 응, 맞아. 국제 전화 거는 건 비싸서 자주 전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메일로 연락할게.

scared 두려운   at the same time 동시에   pack 
(짐을) 싸다, 꾸리다   in one’s shoes ~의 입장에서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exchange 교환   

experience 경험   encourage 격려하다   

meaningful 의미 있는   international call 국제 전화   

keep in touch 연락하다   via ~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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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2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will call her and tell her to come 
to the birthday party.

②	Now you know how fun it is to go 
shopping.

③	How about this Saturday 
afternoon?

④	I have no idea what to buy for her.
⑤	I am sure she will like the new bag.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가 언니에게 전화해서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할게.

② 쇼핑 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제 알겠지.

③ 이번 토요일 오후는 어때?

④ 언니에게 무엇을 사 줘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⑤ 분명 언니는 그 새 가방을 좋아할 거야.

W: Terry, do you remember that your big 
sister’s birthday is next week?

M: Oh, right. I almost forgot. You know I 
have been very busy preparing for my 
finals.

W: Yeah. I know how that is. I won’t tell 
her you forgot. By the way, what 
should we get for her?

M: She likes pretty clothes. How about 
getting her some clothing?

W: That’s not bad, but we bought her 
clothes last year, too. What about 
getting her a handbag this time?

M: Aren’t they expensive?

W: it depends. Right now, the 
department store is having a huge 
sale. I think we can get a decent one 
at a good price if we are lucky.

M: That’s not a bad idea at all. When 
should we go shopping?

w: Terry, 큰누나 생일이 다음 주인 거 기억하니?

M: 오, 맞다. 잊을 뻔했어.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무척 

바빴다는 거 알잖아.

w: 응. 어떤 건지 알아. 언니한테 네가 잊었다는 거 안 

말할게. 그런데 언니한테 뭘 사 줘야 하지?

M: 누나는 예쁜 옷을 좋아하잖아. 옷을 사 주는 게 

어때?

w: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 작년에도 옷을 사 주었어. 

이번에는 핸드백을 사 주는 게 어때?

M: 비싸지 않아?

w: 경우에 따라 다르지. 지금 백화점이 대폭 세일 

중이거든. 운 좋으면 괜찮은 것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야.

M: 나쁜 생각은 아니네. 언제 쇼핑 갈까?

prepare for ~을 준비하다   final 기말고사   clothing 
옷   decent (수준, 질이) 괜찮은, 제대로 된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am so lucky and proud to have a 
boyfriend like you.

②	Please call me more often than 
you do now to prove how much 
you love me.

③	Will you forgive me for what I told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④	I do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but I want you to send me fewer 
messages.

⑤	I hate people who get text 
messages but never reply to them.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너 같은 남자 친구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고 

자랑스러워.

② 나한테 지금보다 더 자주 전화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줘.

③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용서해 주겠니? 너를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④ 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가 메시지를 

덜 보냈으면 해.

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절대 답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싫더라.

M: Yumi has a boyfriend who is a little 
younger than her. He is a good guy 
with a warm heart and helps her a lot 
whenever she needs him. They get 
along well, and she likes him a lot. 
But there are certain things she does 
not like about him. One of them is 
that he sends her text messages too 
often. At first, she thought he cares 
about her a lot, but, as time goes by, 
all of the text messages start to 
interfere with her work. She wants to 
tell him that his sending too many 
text messages interrupts her 
sometimes. She wants to tell him this 
without hurting his feeling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he say?

M: Yumi는 자기보다 약간 어린 남자 친구가 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이고,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많이 도와준다. 그들은 잘 

지내고, 그녀는 그를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그가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너무 자주 보낸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자기에게 많이 신경 쓴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너무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때로 

그녀를 방해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이것을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말은?

warm heart 따뜻한 마음   get along well 잘 지내다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at first 처음에   care 
about ~에 대해 신경 쓰다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interrupt 방해하다   hurt one’s feelings 
~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prove 증명하다   offend 기분 

상하게 하다   reply to ~에 대답하다, 답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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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friendship of the 
man and woman

②	a manager who got 
promoted

③	the kind of course 
the woman wants to 
take

④	an appropriate 
course for the 
woman to take

⑤	the man’s idea on 
opening a business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남자와 여자의 우정

② 승진한 관리자

③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강좌의 

종류

④ 여자가 듣기에 적합한 강좌

⑤ 개업에 대한 남자의 생각

M: Hey, Luna! What’s up? You look upset.

W: Not really.

M: Oh, come on! Tell me about it. What are friends for?

W: Okay. You know I want to get promoted to 
manager, right?

M: What are you worried about? You are the one who 
has all of the expertise. it’s just a matter of time.

W: Thank you for saying that. But the problem is that I 
need more training before I can become a manager.

M: Then why don’t you take a training course after 
work?

W: To be honest, I don’t have enough time for that.

M: I know your job is quite demanding. But can’t you 
take any evening courses?

W: That would be possible if I were single. But, as you 
know, I have two kids to take care of.

M: Then how about taking some courses on the 
Internet?

W: Why didn’t i think of that? Thank you for the great 
idea.

M: 안녕, Luna! 무슨 일이야? 기분이 안 좋아 보여.

w: 아니야.

M: 자, 어서! 나한테 말해 봐. 친구 좋다는 게 뭐니?

w: 좋아. 내가 관리자로 승진하고 싶어 하는 거 

알지?

M: 걱정할 게 뭐 있어? 너는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시간 문제일 뿐이야.

w: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하지만 문제는 내가 

관리자가 될 수 있기 전에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M: 그러면 일 끝나고 훈련 강좌를 듣는 게 어때?

w: 솔직히 말하면, 그럴 시간이 충분히 없어.

M: 네 일이 꽤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저녁 강좌도 

들을 수 없는 거야?

w: 내가 독신이라면 가능하겠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돌봐야 할 아이가 둘 있잖아.

M: 그러면 인터넷 강좌를 듣는 게 어때?

w: 왜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좋은 생각 

고마워.

get promoted 승진하다   expertise 전문 지식[기술]   

training 훈련   demanding 힘든, 부담이 큰   take a 
course 강좌를 듣다   appropriate 적절한   open a 
business 개업하다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the benefits of learning a new subject
②	how to get new information easily
③	all about the Great Depression
④	the key ingredients to reading comprehension
⑤	how to get updated on the latest information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새로운 과목을 학습하는 것의 혜택                 ②  새로운 정보를 쉽게 얻는 법

③ 대공황에 대한 모든 것                 ④  읽기 이해에 대한 핵심 요소

⑤ 최신 정보에 대해 업데이트 받는 법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Background knowledge is what someone knows before 
learning something new.

②	Background knowledge is important in reading comprehension.
③	The information you already know prevents you from learning 

new things.
④	The gaining of new information can be enhanced by one’s prior 

knowledge.
⑤	Prior knowledge about a specific topic can help a person who 

is reading a novel about the topic.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배경 지식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전에 알고 있는 것이다.

② 배경 지식은 읽기 이해에 있어 중요하다.

③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을 방해한다.

④ 새로운 정보의 습득은 사전 지식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⑤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은 그 주제를 다룬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W: What is the key element to reading 
comprehension? According to some recent 
research, one of the best predictors of learning 
is what a person already knows before studying 
new material. That is to say that it depends on 
how much background knowledge the person 
has. This has been described as an important 
ingredient in reading comprehension. What 
someone already knows about a subject will 
help him or her gain new information. For 
example, if you read a novel about people’s liv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your prior 
knowledge about the Great Depression will help 
you understand what you’re reading.

w: 읽기 이해에 있어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습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들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자료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읽기 이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어 왔다. 누군가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대공황 시기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소설을 읽는다면, 대공황에 대한 당신의 사전 지식은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lement 요소   comprehension 이해   research 연구   predictor 예측 변수   

material 자료   depend on ~에 달려 있다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   describe 서술하다, 묘사하다   ingredient 성분, 구성 요소   subject 주제   

gain 얻다   novel 소설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prior 이전의   

enhance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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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선택한 이름표를 

고르시오.

M: Hi. I want to buy a nametag for my dog 
Jerry.

W: I see. Take a look at these. What color 
is your pet?

M: It’s white.

W: People usually select either a similar 
color or a complementary one. Since 
your dog is white, how about a black 
one? That will be easy to notice.

M: That sounds good. By the way, do you 
have an engraving service?

W: Do you mean to engrave your pet’s 
name on the nametag?

M: Yes.

W: Of course we do. Then why don’t you 
choose a nametag that is the same 
color as your dog but use a primary 
color like blue or red for the letters?

M: That’s good. I want blue, and could you 
please use all capital letters? And I 
don’t like italics.

W: All right.

M: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Jerry의 이름표를 사고 

싶습니다.

w: 그렇군요. 이것들을 보세요. 손님의 애완견은 무슨 

색인가요?

M: 흰색입니다.

w: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색이나 보색을 선택하거든요. 

손님의 개는 흰색이니까 검정색 이름표가 어떠세요? 

눈에 쉽게 띌 거예요.

M: 그게 좋겠군요. 그런데 글씨도 새겨 주시나요?

w: 이름표에 애완견 이름을 새겨 넣는 것 말씀이세요?

M: 네.

w: 물론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손님의 개와 같은 색의 

이름표를 고르시고, 글자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원색을 사용하는 게 어떠세요?

M: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파란색을 원하고, 모두 

대문자로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탤릭체는 

싫습니다.

w: 알겠습니다.

nametag 명찰, 이름표   take a look at ~을 보다   pet 
애완동물   select 선택하다   similar 비슷한   

complementary color 보색   engrave (나무, 돌 등에) 

새기다   primary color 원색   capital letter 대문자   

italics 이탤릭체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hopeful
②	confused
③	joyful
④	bored
⑤	thankful

① 희망에 찬

② 혼란스러운

③ 아주 기뻐하는

④ 지루한

⑤ 감사하는

M: Susan, I’ve been thinking about going 
to a bigger city for high school.

W: May I ask you why you want to go to 
another town?

M: As you know, schools in bigger cities 
have better facilities and faculties.

W: That doesn’t mean you will benefit from 
the environment. Learning is all about 
your mind and attitude. Besides, you 
really like this town.

M: I’m afraid that I may blame this place 
later if I don’t do well in high school.

W: That may happen in a bigger city, too. It 
seems that you have so much on your 
mind.

M: (Sighing) Maybe you’re right.

M: Susan, 나 고등학교는 더 큰 도시로 갈까 생각 

중이야.

w: 다른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M: 너도 알다시피, 더 큰 도시의 학교들은 시설과 

교수진이 더 좋잖아.

w: 그렇다고 해서 네가 환경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 

아니야. 학습은 전적으로 너의 생각과 태도에 관한 

거야. 게다가 너는 이 도시를 정말 좋아하잖아.

M: 내가 고등학교에서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곳을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w: 그건 더 큰 도시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일이야. 네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M: (한숨 쉬며)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facility 시설   faculty 교수진   benefit 혜택을 받다, 득을 

보다   environment 환경   attitude 태도   besides 
게다가   blame 탓하다   have so much on one’s mind 
생각할 게 너무 많다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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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American football
②	soccer
③	baseball
④	basketball
⑤	swimming

① 미식축구

② 축구

③ 야구

④ 농구

⑤ 수영

M: I can’t believe that Alex signed with 
Boston.

W: What’s wrong with that? He is a 
professional athlete. He can go to any 
team he desires.

M: But he is the franchise star in our town. 
This is where he belongs.

W: I agree, and he is the best receiver in 
our team’s history.

M: By the way, have you heard who is 
coming to our team to replace Alex?

W: I haven’t heard anything yet. Who’s 
coming? I hope he is a good receiver 
too.

M: He is a passer. The team just signed 
with a new quarterback.

W: Great. That’s excellent news.

M: Alex가 보스턴과 계약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w: 그게 뭐 잘못됐어? 그는 프로 선수잖아. 그가 원하는 

어느 팀에라도 갈 수 있어.

M: 하지만 그는 우리 시의 특출한 선수야. 이곳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w: 동감이야. 또 그는 우리 팀 역사상 최고의 리시버이고.

M: 그런데 우리 팀에는 누가 Alex를 대신해서 오는지 

들었니?

w: 아직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누가 오는데? 그 사람도 

훌륭한 리시버라면 좋겠다.

M: 그는 패서야. 팀에서 막 새로운 쿼터백과 계약을 

체결했어.

w: 잘됐다. 그거 아주 좋은 소식이네.

sign with ~와 계약하다   professional 프로의   athlete 
운동선수   desire 바라다, 원하다   franchise star 특출한 

스타   belong 속하다   receiver 리시버 (공을 받는 사람)   

replace 대신하다   passer 패서 (공을 던지는 사람)   

quarterback (미식축구에서) 쿼터백 (포지션)

0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①	twenty dollars
②	eighteen dollars
③	sixteen dollars
④	fourteen dollars
⑤	twelve dollars

① 20달러

② 18달러

③ 16달러

④ 14달러

⑤ 12달러

W: How was your dinner, sir? Was 
everything okay?

M: It was great. Could you bring me the 
bill?

W: Sure. Here it is. The total price is twenty 
dollars. If you pay with a Nano credit 
card, you will get a ten-percent 
discount.

M: That’s awesome. I have one of those. I 
also have a membership card. Is it 
possible to get an extra 10% discount?

W: Of course. excuse me for a few 
moments. (After a while) Here is your 
receipt. Please sign here.

M: Okay.

W: Here is a copy of your receipt. Have a 
nice evening and please come back 
again.

w: 저녁 식사 어떠셨어요, 손님? 모든 것이 

괜찮으셨나요?

M: 훌륭했습니다. 계산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w: 네. 여기 있습니다. 총액은 20달러인데요. 만일 

Nano 신용카드로 지불하시면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M: 그거 아주 잘됐네요.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또 

회원카드도 있는데요.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w: 물론입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 

영수증입니다. 이곳에 서명해 주세요.

M: 네.

w: 영수증 사본 여기 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 또 

오세요.

bill 계산서   total price 총액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awesome 아주 좋은   extra 추가의   receipt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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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3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complain about his 
Internet connection

②	to upgrade his Internet 
connection speed

③	to get a special offer
④	to get free Internet service
⑤	to update a contract

① 인터넷 연결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② 인터넷 연결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③ 특가 제공을 받기 위해

④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

⑤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W: Hello. This is Customer Service. May i 
help you?

M: I’d like to extend the contract on my 
Internet connection.

W: May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sir?

M: My name is John, and I live at 1040 
West elizabeth Street in Fort Collins.

W: Confirmed. For how long do you want 
to extend your contract?

M: Do you have any special offers right 
now?

W: Of course. If you sign on for two more 
years, we can upgrade your connection 
speed for free.

M: Great. I will take that offer.

W: Thank you very much. In order to 
upgrade your connection, our 
serviceman has to visit your house. 
When is a good time for you?

M: I am free tomorrow morning.

W: Okay. Thank you.

w: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인터넷 연결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w: 이름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M: 제 이름은 John이고요, Fort Collins의 West 

Elizabeth가 1040번지에 삽니다.

w: 확인되셨습니다. 얼마 동안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세요?

M: 현재 특가 제공이 있나요?

w: 네. 2년 더 계약하시면 연결 속도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해 드릴 수 있습니다.

M: 좋네요. 그 제공으로 하겠습니다.

w: 감사합니다. 연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비스 직원이 댁을 방문해야 합니다.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M: 내일 아침이 한가해요.

w: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end (기간을) 연장하다   contract 계약   connection 
연결   confirmed 확인된   special offer 특가 제공   

upgrade 업그레이드하다   for free 무료로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complain 불평하다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meet her next Wednesday
②	extend the due date
③	rewrite the conclusion
④	submit the paper
⑤	look at the paper again

① 다음 주 수요일에 그녀를 만나기

② 마감일 연장해 주기

③ 결론 다시 써 주기

④ 리포트 제출해 주기

⑤ 리포트 다시 검토하기

W: Did you have a chance to look at my 
paper?

M: Yes, I did. I just finished reading it.

W: Thank you. What do you think?

M: I liked the introduction, but the 
conclusion needs to be refined.

W: What do you recommend that i do?

M: First of all, it’s too long. You basically 
summarized the body without 
emphasizing your opinion.

W: I see. I will fix the conclusion then. Do 
you have any other recommendations?

M: Nope. That’s all. When is the due date 
for the paper?

W: It’s next Wednesday. If it’s okay with 
you, I would like for you to review it 
again before I turn it in.

M: No problem. Send it to me by Monday. I 
can spare a couple of hours for you 
then.

w: 제 리포트 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M: 그래. 방금 막 다 읽었단다.

w: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M: 서론은 좋은데 결론은 수정해야겠다.

w: 어떻게 해야 할지 권고해 주시겠어요?

M: 우선, 너무 길어. 너는 기본적으로 네 의견을 강조하지 

않고 본론을 요약했더구나.

w: 그렇군요. 그럼 결론을 수정할게요. 다른 권고는 

없으신가요?

M: 없다. 그게 다야. 리포트 마감일이 언제지?

w: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만일 괜찮으시다면, 제출하기 

전에 다시 논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M: 문제없다. 월요일까지 나한테 보내렴. 그럼 너를 위해 

두세 시간 할애할 수 있어.

paper 과제물, 리포트   introduction 서론   conclusion 
결론   refine 개선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summarize 요약하다   body 본론   emphasize 강조하다   

opinion 의견   fix 고치다   recommendation 권고   due 
date 마감일   review 재검토하다, 논평하다   turn in 
제출하다   spare 할애하다   submit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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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running track
②	a tennis court
③	a magic hall
④	a museum
⑤	a car

① 경주장

② 테니스장

③ 마술 홀

④ 박물관

⑤ 자동차

M: How do you feel today?

W: I’m fine. What’s today’s training 
schedule?

M: Since this is your first day, you will 
mostly do running and walking.

W: Good. I like running. I can run ten 
kilometers without resting.

M: That’s good to hear. What’s your best 
time?

W: About one and a half hours.

M: That’s good. But a month from now, 
you will be able to do it in under an 
hour.

W: But the Seoul Marathon is three weeks 
from now. I have to be ready by that 
time.

M: Good heavens! Don’t expect me to do 
magic. I am just your trainer. But since 
you want to challenge yourself, I’ll make 
your training schedule challenging.

W: Thank you. let’s start.

M: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w: 좋아요. 오늘 훈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M: 오늘은 첫날이니까 주로 뛰기와 걷기를 할 것입니다.

w: 좋아요. 저는 뛰는 것을 좋아해요. 쉬지 않고 

10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요.

M: 반가운 소리네요. 최고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w: 약 1시간 30분이에요.

M: 좋군요. 하지만 지금부터 한 달 후, 당신은 한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w: 하지만 서울 마라톤 대회는 지금부터 3주 후인 걸요. 

그때까지 준비되어야 해요.

M: 맙소사! 제가 마법을 부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트레이너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어하시니 훈련 일정을 도전적인 것으로 만들어 

드리죠.

w: 감사합니다. 시작하죠.

mostly 주로   rest 쉬다   best time 최고 기록   Good 
heavens! 맙소사!   magic 마술, 마법   trainer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사람   challenge oneself 도전하다   

challenging 도전적인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딸에게 사 줄 

애완동물을 고르시오.

①	a puppy
②	a cat
③	a rabbit
④	a hamster
⑤	an iguana

① 강아지

② 고양이

③ 토끼

④ 햄스터

⑤ 아구아나

W: Hello. Please come in.

M: I want to buy my daughter a pet. I 
haven’t decided which animal to get her 
yet though. What’s the most popular 
pet among children?

W: Puppies and cats are all-time favorites. 
If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smaller, 
we have rabbits and hamsters. Some 
youngsters like iguanas.

M: I see. But I’m still confused.

W: If your daughter is outgoing and active, 
I recommend a puppy or a cat. If your 
daughter is young, get a rabbit or a 
hamster so that she can take care of it 
inside its cage. If she likes unusual 
animals, get an iguana.

M: That is very helpful information. My girl 
is very sociable and young but likes 
unique things.

W: Then you should know what to buy.

w: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M: 제 딸에게 애완동물을 사 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 

어떤 동물을 사 주어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은 무엇인가요?

w: 강아지와 고양이는 항상 좋아하는 것들이죠. 더 작은 

것을 찾으신다면, 토끼와 햄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구아나도 좋아합니다.

M: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헷갈리네요.

w: 만일 따님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일 따님이 어리다면 

우리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토끼나 햄스터를 사 

주세요. 따님이 특이한 동물을 좋아한다면 이구아나를 

사 주시고요.

M: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군요. 제 딸은 매우 사교적이고 

어리지만 독특한 것을 좋아합니다.

w: 그러면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아시겠네요.

favorite (특히) 좋아하는 것   youngster 어린아이   

confused 헷갈리는   outgoing 외향적인   active 
활동적인   cage (동물의) 우리   unusual 특이한, 흔치 않은   

sociable 사교적인   unique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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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3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en the conference will be 
held

②	what will be served for lunch
③	where the conference will be 

held
④	how many people will attend
⑤	why sandwiches are not a 

good choice

① 회의가 언제 열릴 것인지

② 점심으로 무엇이 제공될 것인지

③ 회의가 어디서 열릴 것인지

④ 몇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인지

⑤ 왜 샌드위치가 좋은 선택이 아닌지

M: Are you busy?

W: Nope. Go ahead.

M: Please review the conference schedule. 
Here it is.

W: Is this the one that’s starting next week? It 
looks fine to me.

M: What do you think about the lunch 
menu? I’m thinking about preparing 
sandwiches and some fruit. And for drinks, 
I will prepare coffee, milk, juice, and mineral 
water.

W: Wait a minute. How many people are 
attending the conference?

M: There will be around a hundred people.

W: That’s a rather large number. Sandwiches 
are usually good only when there are fewer 
than fifty people.

M: I see. What do you suggest we do then?

W: Just give everyone lunch coupons and let 
them choose from the items at the food 
court.

M: Okay.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M: 바쁘세요?

w: 아니요. 얘기하세요.

M: 회의 일정을 재검토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w: 이거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거죠? 좋아 

보이는데요.

M: 점심 메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료로는 커피, 우유, 주스, 생수를 

준비하려고요.

w: 잠시만요. 회의에 몇 명이나 참석하죠?

M: 대략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w: 그건 꽤 많은 수네요. 샌드위치는 보통 50명 

이하일 때만 좋거든요.

M: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할지 제안해 

주시겠어요?

w: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점심 쿠폰을 주고 푸드 

코트에서 음식을 골라 드시게 하죠.

M: 알겠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conference 회의   mineral water 생수   attend 
참석하다   rather 꽤, 약간, 상당히   suggest 
제안하다   assistance 도움, 원조   be held 
개최되다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as not going to go 
to the post office.

②	The man’s class will finish at 
10 a.m.

③	The man will be busy 
preparing for his test today.

④	The man usually has a private 
lesson on Wednesday.

⑤	The man will visit the post 
office after school today.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우체국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② 남자의 수업은 오전 10시에 끝날 것이다.

③ 남자는 오늘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바쁠 것이다.

④ 남자는 주로 수요일에 과외가 있다.

⑤ 남자는 오늘 학교가 끝난 뒤에 우체국에 갈 

것이다.

W: Fred, did you say that you are going to the 
post office today?

M: Yeah, but I am going there after class.

W: i’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mail a 
package for me.

M: No problem. I think I can do that after 4 
p.m. today.

W: What about stopping by the post office 
before school?

M: Sorry. I have a private lesson before school 
today. I will meet my student at 10 a.m. and 
spend two hours tutoring him.

W: Oh, isn’t it Wednesday that you teach your 
private lesson?

M: Yes, but I rescheduled the class because I 
was too busy preparing my test yesterday.

W: Oh, I see. I think I’d better go to the post 
office myself in that case.

M: Can I ask you to send this letter for me 
then?

W: Sure. I think I will drop by the post office 
before I go grocery shopping.

w: Fred, 오늘 우체국에 간다고 했었나?

M: 응, 하지만 수업 끝나고 갈 거야.

w: 네가 날 위해 소포 하나 부쳐 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M: 문제없어.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w: 학교 가기 전에 우체국에 들르는 건 어때?

M: 미안해. 오늘 학교 가기 전에 과외가 있어. 오전 

10시에 내 학생을 만나서 두 시간 동안 가르칠 

거야.

w: 오, 과외 하는 건 수요일 아니니?

M: 응, 그런데 어제 시험 준비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수업 시간을 바꿨어.

w: 오,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직접 우체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M: 그럼 나 대신 이 편지를 부쳐 달라고 부탁해도 

될까?

w: 물론이지. 장 보러 가기 전에 우체국에 들를 것 

같아.

appreciate 감사하다   mail a package 소포를 

부치다   stop by ~에 들르다   private lesson 개인 

교수, 과외   tutor (과외 교사로서) 가르치다   

reschedule 일정을 변경하다   drop by ~에 들르다   

go grocery shopping 장 보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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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feels bored now.
②	The woman does not feel like 

taking a walk.
③	The woman will take a nap.
④	The woman wants to buy a 

new bag.
⑤	The man does not want to 

visit the mall on Saturday.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지금 지루한 기분이다.

② 여자는 산책하러 가고 싶지 않다.

③ 여자는 낮잠을 잘 것이다.

④ 여자는 새 가방을 사고 싶어 한다.

⑤ 남자는 토요일에는 쇼핑몰에 가고 싶지 않다.

W: Oh, I don’t think I could be more bored 
than now. Is there anything fun to do?

M: Well, since the weather today is so nice, 
why don’t you take Julie for a walk in the 
park?

W: No, i don’t feel like going for a walk. I’m 
a little bit tired.

M: Oh, Jenny. You are too young to say that. 
Why don’t you take a quick nap before 
you have dinner?

W: That’s something I just did. I woke up 
because my back is aching.

M: Then what do you want to do?

W: How about going shopping? You know I 
need a new bag before we go on our trip.

M: Go shopping on a Saturday afternoon? I’d 
rather do anything but that.

W: Why is that?

M: It’s too crowded to walk around the mall 
on a Saturday.

W: Right. Then let’s just watch Tv together.

w: 아, 지금보다 더 지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재미나게 할 만한 것 없을까?

M: 글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으니까, Julie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가는 건 어때?

w: 싫어, 산책 가고 싶지는 않아. 좀 피곤하거든.

M: 오, Jenny. 넌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어려.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낮잠 자는 것은 어때?

w: 그게 방금 한 거야. 등이 아파서 일어났어.

M: 그럼 뭘 하고 싶어?

w: 쇼핑 가는 것은 어때? 우리 여행 가기 전에 나 새 

가방이 필요하잖아.

M: 토요일 오후에 쇼핑하러 가자고? 그것만 빼고 다 

하겠어.

w: 왜?

M: 토요일에는 너무 붐벼서 쇼핑몰을 돌아다니기 

힘들어.

w: 맞다. 그러면 같이 TV나 보자.

take ~ for a walk ~을 산책에 데리고 나가다   feel 
like -ing ~하고 싶다   take a nap 낮잠 자다   back 등   

ache 아프다   go on one’s trip 여행 가다   but ~을 

제외하고   crowded 붐비는, 복잡한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very lazy.
②	The woman takes the 

education class with the man.
③	The man hardly ever misses 

any classes.
④	The man will quit his part–

time job.
⑤	The woman will start 

working at the same place as 
the man.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매우 게으르다.

② 여자는 남자와 같이 교육학 수업을 듣는다.

③ 남자는 수업을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

④ 남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이다.

⑤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W: Hi, Jay. I didn’t see you in Professor 
Wellington’s class this morning. Didn’t you 
go to the lecture?

M: I was in the computer lab finishing my 
education paper that’s due today.

W: Really? That’s not really like you at all. I 
can’t imagine you ever missing a lecture. 
You are the one who always finishes your 
assignments way before their due dates. 
What happened to you?

M: I don’t know. I guess I have become too 
lazy.

W: No way. There must be something that is 
causing you not to focus on your studies.

M: Well, to be honest, I started doing a part-
time job to earn some pocket money. And 
I guess I am too tired because of it.

W: Oh, so that’s the reason. Where do you 
work?

M: I work at Tom and Toms next to the school 
union building. it’s a lot of work, but they 
pay well.

w: 안녕, Jay. 오늘 아침 Wellington 교수님 수업에 

안 보이던데. 강의에 가지 않았니?

M: 오늘 마감인 교육학 리포트를 끝내느라 

컴퓨터실에 있었어.

w: 정말? 그건 진짜 전혀 너답지 않구나. 네가 강의를 

빠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넌 항상 과제를 

마감일 훨씬 전에 끝내는 사람이잖아. 무슨 일이 

생긴 거니?

M: 모르겠어.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w: 말도 안 돼. 네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야.

M: 음, 솔직히 말하면, 용돈을 좀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

w: 오, 그러니까 그게 이유로구나. 어디서 일해?

M: 학교 협회 건물 옆에 있는 Tom and Toms에서 

일해. 일은 많은데 보수가 좋아.

professor 교수   lecture 강의   computer lab 
컴퓨터실   education 교육   imagine 상상하다   miss 
빼먹다   lazy 게으른   focus on ~에 집중하다   part-
time job 아르바이트   pocket money 용돈   union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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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3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You have to go back to your 
class right now.

②	Why did you have a 
hamburger for lunch?

③	You should not ask me any 
questions.

④	I am afraid that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then.

⑤	I am sure that she will bring 
your dinner here.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너는 지금 당장 네 교실로 돌아가야 해.

② 왜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니?

③ 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④ 그럼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⑤ 분명 그녀가 여기로 네 저녁을 가져다 줄 거야.

W: James, are you okay? You look pale.

M: Ms. White, I’ve had a stomachache for 
the past hour. I think it’s something I ate 
at lunch.

W: Why don’t you lie down over here and 
tell me about your symptoms?

M: I had a hamburger at lunch, and, after 
that, I started to get dizzy, and now i 
feel like throwing up.

W: Does your stomach hurt?

M: Kind of. I had diarrhea right before I 
came here. I tried vomiting as well, but 
nothing really came out.

W: Hmm, I see. Take this medicine first. I 
think you’d better get some rest here.  
Do you have to go back to your class 
right away?

M: Not really. But what if my symptoms 
don’t go away?

w: James, 괜찮니? 창백해 보여.

M: White 선생님, 한 시간 동안 배가 아팠어요. 점심에 

먹은 것 때문인 것 같아요.

w: 이쪽에 누워서 네 증상에 대해 말해 주겠니?

M: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 뒤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토할 것 같아요.

w: 배가 아프니?

M: 좀 아파요. 여기 오기 직전에 설사를 했어요. 

토하려고도 해 보았는데, 사실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w: 흠, 알았다. 우선 이 약을 먹어. 여기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반으로 돌아가야 하니?

M: 아니요. 그런데 제 증상이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pale 창백한   stomachache 복통   lie down 눕다   

symptom 증상   dizzy 어지러운   throw up 토하다   

diarrhea 설사   vomit 토하다   medicine 약   get some 
rest 쉬다   go away 사라지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Don’t you think that’s none of 
your business?

②	Why don’t you divide your 
money and invest just a part 
of it?

③	Where did you buy the 
winning lottery ticket?

④	You don’t know how much I 
would appreciate your help.

⑤	I want you to donate all the 
money to charity.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② 돈을 나눠서 일부만 투자하는 게 어때요?

③ 그 당첨 복권 어디서 샀어요?

④ 당신의 도움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몰라요.

⑤ 나는 당신이 모든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를 

바래요.

W: Alex and Chris are coworkers. This 
morning, Alex noticed that Chris was 
very excited about something. When 
Alex asked him the reason, Chris told 
him that he won the lottery, so he would 
get a lot of money soon. He added that 
he was going to invest all the money 
into a stock that he thinks is going to 
rise. even though Chris didn’t have to 
work hard to get that money, Alex 
thinks it is too risky for him to invest all 
of his money into a single stock. He 
wants to advise Chris to divide his 
money and invest only a part of it into 
that stock.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lex most likely say to Chris?

w: Alex와 Chris는 동료이다. 오늘 아침 Alex는 

Chris가 뭔가에 아주 신이 나 있는 것을 알아챘다. 

Alex가 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Chris는 자기가 

복권에 당첨되어서 곧 많은 돈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모든 돈을 자기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덧붙여 말했다. 비록 

Chris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던 것은 

아니지만, Alex는 그가 모든 돈을 하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Chris에게 돈을 나눠서 그 일부만 그 주식에 

투자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Alex가 

Chris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당한 것은?

coworker 동료   notice 알아채다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다   add 덧붙이다   invest 투자하다   stock 
주식   risky 위험한   divide 나누다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appreciate 
감사히 여기다   donate 기부하다   charity 자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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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people who like 
parties

②	the new house they 
will move into

③	when to send 
invitations

④	what to wear to their 
costume party

⑤	some heroes in a 
movie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

② 그들이 이사 갈 새로운 집

③ 초대장을 보낼 때

④ 가장 파티에 입을 것

⑤ 어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M: Amy, let’s make some plans for the party.

W: Okay. How many people should we invite?

M: You know I don’t like big crowds. Why don’t we 
invite just our family and close friends?

W: I think that’s a great idea. This house is too 
small anyway.

M: Right. I am so excited that we’re having a 
costume party. What should we wear?

W: I was going to wear a Catwoman costume.

M: You will look beautiful. Plus, you can show off 
how much weight you’ve lost.

W: Do you think so? Thanks. What kind of outfit do 
you think you are going to wear? Don’t say that 
you are going to be a dinosaur.

M: Not two years in a row. I am thinking of wearing 
a Superman outfit.

W: Wow. That would be a good combination with 
Catwoman. Oh, I am so excited.

M: Amy, 파티 계획을 짜도록 하자.

w: 좋아. 몇 사람을 초대해야 할까?

M: 내가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우리 

가족이랑 친한 친구들만 초대하는 게 어때?

w: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쨌든 이 집도 너무 작으니까.

M: 맞아. 가장 파티를 열게 돼서 너무 신이 나. 우리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

w: 나는 캣우먼 의상을 입으려고 했어.

M: 아름다워 보일 거야. 게다가 네가 얼마나 많은 살을 

뺐는지 자랑할 수도 있어.

w: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너는 어떤 옷을 입을 

생각이야? 공룡이 될 거라고는 하지 마.

M: 2년 연속은 안 입지. 나는 슈퍼맨 옷을 입을 

생각이야.

w: 와. 캣우먼이랑 멋진 조합이 될 것 같아. 오, 정말 

흥분된다.

big crowds 많은 사람들   costume party 가장[변장] 

파티   costume (가장 파티 등에 입는) 의상   show off 
자랑하다, 으스대다   lose weight 살을 빼다   outfit 옷, 

복장   dinosaur 공룡   in a row 연달아   combination 
조합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how to give a successful presentation
②	where to find some places for presentations
③	the beauty of taking photographs
④	how to become a professional photographer
⑤	the way to become proficient at something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성공적인 발표를 하는 방법

② 발표를 위한 장소를 찾을 곳

③ 사진 찍기의 장점

④ 전문 사진 작가가 되는 방법

⑤ 어떤 것에 능숙해지는 길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It is effortless to try learning something fast.
②	You should not have many chances to give presentations.
③	You must not take photographs often before you become 

good at that.
④	Practice is the key to becoming proficient at something.
⑤	Feeling irritated and discouraged is natural when learning 

something new.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뭔가를 빨리 배워 보려고 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② 발표를 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 것이다.

③ 사진 찍기를 잘하게 되기 전에는 사진을 자주 찍으면 안 된다.

④ 연습이 어떤 것에 능숙해지는 비결이다.

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짜증 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M: Do you want to learn something quickly? Do you 
want to get proficient at something fast? Here’s a 
simple but perfect way to do that: Practice doing that 
activity over and over again. Let’s say that you want 
to improve your presentation skills. You can be as 
good as you want to be after you give a large 
number of presentations. Similarly, if you want to 
improve your photography skills, you should simply 
take more photos. The more pictures you take, the 
better the pictures will be. Nothing gives you more 
proficiency and benefits than practice. I want you to 
remember this when you begin to feel irritated and 
discouraged when you’re trying to learn something.

M: 어떤 것을 빨리 배우고 싶은가요? 뭔가에 빨리 능숙해지고 싶은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활동을 거듭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표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합시다. 수많은 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그저 사진을 더 많이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더 좋은 사진이 될 것입니다. 연습보다 더 많은 능숙함과 이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할 때 짜증 나고 낙담하기 시작한다면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roficient 능숙한   practice 연습하다; 연습   improve 향상시키다   presentation 발표   

skill 기술   similarly 유사하게   photography 사진술   take a photo[picture] 사진을 

찍다   proficiency 능숙, 숙달   benefit 혜택, 이득   irritated 짜증 난   discouraged 
낙담한   effortless 힘이 들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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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John이 누구인지 고르시오. M: Congratulations! How do you feel? Are 
you excited to go out into the world?

W: Yes, very much. I’m nervous a bit at the 
same time though.

M: I understand. By the way, who are you 
waiting for?

W: I’m waiting for John, my boyfriend. He 
is over there taking some pictures with 
his friends.

M: Since it’s Graduation Day, there are too 
many people around here. Can you tell 
me which one he is?

W: He is posing in his graduation cap and 
gown.

M: Is he wearing glasses?

W: He wears them, but he isn’t today. He is 
holding a bouquet of roses in his hands.

M: I see. He looks like he is on top of the 
world.

M: 축하해! 기분이 어때?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니 신 

나니?

w: 응, 엄청. 하지만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해.

M: 이해해. 그런데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야?

w: 내 남자 친구 John을 기다리고 있어. 걔는 저쪽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고 있어.

M: 졸업식이라서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남자 

친구인지 말해 줄래?

w: 사각모와 가운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어.

M: 안경 썼니?

w: 원래는 쓰는데 오늘은 안 썼어. 손에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어.

M: 알겠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인 것 같이 보이는구나.

congratulations! 축하해!   go out into the world 
세상에[사회에] 나가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graduation 졸업   pose 
자세[포즈]를 취하다   hold 들다   bouquet 부케, 꽃다발   

on top of the world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인, 아주 기뻐하는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envious and proud
②	excited and thankful
③	thankful and proud
④	envious and expectative
⑤	proud and excited

① 부럽고 자랑스러운

② 흥분되고 감사하는

③ 고맙고 자랑스러운

④ 부럽고 기대하는

⑤ 자랑스럽고 흥분되는

W: Did you hear the news? Jake 
graduated cum laude.

M: Oh, really? His dad graduated summa 
cum laude when he finished college.

W: like father, like son.

M: Right. I hope my daughter will be like 
him when she grows up. However, she 
is more interested in singing and 
dancing than studying.

W: Studying hard doesn’t guarantee 
success in life.

M: You’re right. I’m very happy that such a 
wonderful girl exists in this world. 
However, I’m sometimes greedy. I want 
my girl to do well in school.

W: That’s a natural feeling for a father to 
have. But you ought to respect her 
individuality.

M: Thank you for your advice.

w: 소식 들었어요? Jake가 우등으로 졸업했대요.

M: 오, 정말이요? 그 애 아빠도 대학을 마칠 때 

최우등으로 졸업했는데.

w: 부전자전이네요.

M: 맞아요. 우리 딸이 커서 그 애처럼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걔는 공부보다 노래와 춤에 더 관심이 많아요.

w: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M: 맞아요. 그렇게 멋진 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때로는 욕심이 

생겨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w: 아빠로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따님의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해요.

M: 충고 고마워요.

graduate 졸업하다   cum laude 우등으로   summa 
cum laude 최우등으로   guarantee 보장하다   exist 
존재하다   greedy 욕심 많은   natural 자연스러운   

respect 존중하다   individuality 개성, 특성

① ④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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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an article in a newspaper
②	a video on the Internet
③	etiquette in public places
④	an advertising campaign
⑤	etiquette lessons

① 신문 기사

② 인터넷 동영상

③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범절

④ 광고 캠페인

⑤ 예의범절 수업

M: Did you see the article about the scuffle 
between an old lady and a teenage girl 
on the subway?

W: Yeah, I heard about it. i saw the video 
of it on the internet.

M: People are blaming the old lady more 
than the girl. What do you think?

W: Well... I think both of them acted 
improperly. There are so many impolite 
people in public places.

M: I agree with you. There are many people 
who just don’t care about others.

W: You’re right. We should always have 
good manners.

M: You’re right. We should conduct a 
campaign to help people improve their 
manners while they are in public.

W: That’s a good idea.

M: 너 지하철에서 할머니와 십대 소녀 사이에 벌어진 

실랑이에 대한 기사 봤니?

w: 응, 그 얘기 들었어. 인터넷에서 동영상도 봤고.

M: 사람들은 그 소녀보다도 할머니를 더 욕하더라. 

어떻게 생각해?

w: 글쎄… 내 생각에는 둘 다 잘못한 것 같아.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M: 동감이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w: 맞아. 우리는 항상 예의를 잘 지켜야 해.

M: 그러게.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예의를 보다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게 좋겠어.

w: 좋은 생각이야.

article (신문, 잡지 등의) 기사   scuffle 실랑이   blame 
비난하다   improperly 부적절하게   impolite 무례한   care 
about ~에 신경 쓰다   manners 예의   conduct a 
campaign 캠페인을 벌이다

04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저녁 먹을 시간을 

고르시오.

①	at 4:00
②	at 4:30
③	at 5:30
④	at 6:00
⑤	at 7:00

① 4시

② 4시 30분

③ 5시 30분

④ 6시

⑤ 7시

W: Come on! it’s chow time!

M: But it’s only 4 o’clock. I’m not hungry at 
all. We had lunch only three hours ago.

W: We have to eat now because we’ve got 
to leave at 7 p.m.

M: Shall we have dinner an hour before we 
leave?

W: If we do that, then I won’t have enough 
time to do the dishes. And I can’t wash 
them while I’m getting dressed. I might 
make a mess.

M: I’ll wash the dishes then. is it a deal?

W: Let’s make it an hour and a half before 
we leave. Is that okay?

M: That’s fine with me. It’s only 30 minutes 
earlier than what I suggested.

w: 오세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M: 하지만 겨우 4시인걸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우리 

점심 먹은 지 세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w: 7시에 떠나야 하니 지금 먹어야 해요.

M: 떠나기 한 시간 전에 저녁 먹는 게 어떨까요?

w: 그렇게 하면 제가 설거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옷을 입으면서 설거지할 수는 없잖아요. 옷을 

버릴지도 모른다고요.

M: 그럼 내가 설거지할게요. 그럼 됐지요?

w: 떠나기 한 시간 반 전으로 해요. 괜찮겠죠?

M: 그건 괜찮아요. 내가 제안했던 것보다 30분만 빠른 

거니까요.

chow 음식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get dressed 
옷을 입다   make a mess 엉망으로 만들다   deal 거래, 

합의   suggest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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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4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실망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he was smoking
②	because he put his friend in a 

difficult situation
③	because he spread some 

gossip
④	because he caused a fire
⑤	because he did not speak up 

for his friend

①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② 친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기 때문에

③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④ 불을 냈기 때문에

⑤ 친구를 두둔하지 않았기 때문에

W: Philip, did you talk to edward by 
chance? He is really upset.

M: Why? What happened to him?

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him.

M: But you know that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W: Oh, come on! You’re so mean. edward 
is our friend. When a friend is in trouble, 
you have to try to find a solution for 
him. I’m so disappointed in you.

M: Sorry. I didn’t really mean it. Is it that 
serious?

W: Yes. He is dying to trace the source of 
the rumor.

M: I’ll call him and talk to him now.

w: Philip, 혹시 Edward와 얘기했니? 아주 화가 나 

있던데.

M: 왜? 걔한테 무슨 일 생겼어?

w: 걔에 대해 소문이 돌고 있잖아.

M: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w: 오, 이런! 너 너무 나쁘다. Edward는 우리 친구야. 

친구가 곤경에 처해 있으면 그를 위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 봐야지.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M: 미안해.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렇게 심각해?

w: 응. 걔는 소문의 근원을 추적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

M: 지금 걔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봐야겠다.

by chance 혹시   rumor 소문   mean 못된, 심술궂은   in 
trouble 곤경에 처한   solution 해결책   disappointed 
실망한   serious 심각한   be dying to ~하느라고 혈안이 

되다   trace 추적하다   source 근원, 출처   spread 
퍼뜨리다   gossip 소문, 험담   speak up for ~을 

변호하다, 두둔하다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buy her a formal dress
②	praise her
③	cheer her up
④	help her put on her makeup
⑤	help her go over her 

presentation

① 그녀에게 정장 사 주기

② 그녀를 칭찬해 주기

③ 그녀를 격려해 주기

④ 그녀가 화장하는 것 도와주기

⑤ 그녀가 발표를 점검하는 것 도와주기

W: Honey, please come here. How do I 
look in this skirt?

M: Fantastic. it has your name all over it.

W: Really? Thanks. What about this 
blouse?

M: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no one is as beautiful as 
you are.

W: Ha ha. You’re exaggerating too much.

M: By the way, when did you buy them? I 
thought you were busy preparing your 
presentation for tomorrow.

W: I was. However, I need to dress formally 
tomorrow, and I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everyone there.

M: You’ll be successful. I don’t doubt it. 
Anyway, are you ready?

W: I think so. If you aren’t too tired, do you 
mind if I try it out on you right now?

M: Go ahead. I’m ready.

w: 여보, 이리 와 보세요. 이 치마 입은 모습 어때요?

M: 훌륭하군.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려.

w: 정말이요? 고마워요. 이 블라우스는요?

M: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 누구도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아.

w: 하하. 과장이 너무 심하네요.

M: 그런데 그것들을 언제 샀지? 당신이 내일 발표 준비를 

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w: 바빴죠. 하지만 내일은 정장을 입어야 하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거든요.

M: 당신은 성공할 거야. 난 의심치 않아. 그나저나 준비는 

다 됐어?

w: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너무 피곤하지 않다면, 지금 

당신 앞에서 연습해 봐도 될까요?

M: 그렇게 해. 나는 준비됐어.

have one’s name all over it ~에게 너무 잘 어울리다   

exaggerate 과장하다   presentation 발표   dress 
formally 정장을 하다   make a good impression on 
~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   successful 성공한   try it out 
on ~ 앞에서 그것을 연습해 보다   formal dress 정장   go 
over ~을 점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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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security guard
②	a student
③	a teacher
④	a doctor
⑤	a nurse

① 경비원

② 학생

③ 선생님

④ 의사

⑤ 간호사

M: excuse me. You can’t go in.

W: i can’t go in? Why not? I’d like to see 
my teacher. She is in room 507.

M: I’m sorry, but visiting hours are over.

W: Are there regularly scheduled visiting 
hours?

M: Yes. Look at this sign. They’re from 11 to 
6 on weekdays and from 10 to 7 on 
weekends.

W: Oh, I didn’t know that. Can’t I just go in 
for a while? even just for 5 minutes?

M: I’m afraid you can’t.

W: can’t you make an exception for me?

M: Nope! There are no exceptions. My job is 
to identify all visitors who come into this 
hospital and to let people go in and out.

W: Okay. I’ll come back again tomorrow.

M: 실례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w: 들어갈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507호실에 계시거든요.

M: 죄송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w: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나요?

M: 네. 이 표지를 보세요. 주중에는 11시부터 

6시까지이고, 주말에는 10시부터 

7시까지예요.

w: 오, 그건 몰랐어요. 잠시만 들어갈 수 

없을까요? 5분만이라도 안 되나요?

M: 유감이지만 안 됩니다.

w: 저는 예외로 해 주실 수 없나요?

M: 안 돼요! 예외는 없습니다. 제 일은 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에요.

w: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visiting hours 면회 시간   be over 끝나다   

regularly scheduled 정해진   for a while 잠시   

exception 예외   identify (신원을) 확인하다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계약할 집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location rental 
price furniture pets

①
5-minute  
walk from  
the station

$370 furnished allowed

②
5-minute  
drive from  
the station

$320 furnished allowed

③
10-minute  
walk from  
the station

$400 unfurnished not allowed

④
10-minute  
drive from  
the station

$450 unfurnished not allowed

⑤
30-minute  
walk from  
the station

$350 furnished allowed

위치 임대료 가구 애완동물

①
역에서 5분  

도보 거리
370달러

가구가  

비치된
허용되는

②
역에서 5분  

운전 거리
320달러

가구가  

비치된
허용되는

③
역에서 10분  

도보 거리
400달러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허용  

안 되는

④
역에서 10분  

운전 거리
450달러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허용  

안 되는

⑤
역에서 30분  

도보 거리
350달러

가구가  

비치된
허용되는

W: Hello. I’m looking for a studio apartment.

M: Are there any specific features you have 
in mind?

W: Do you mean the location, price range, 
and whether it’s furnished or unfurnished?

M: That’s right.

W: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s long as 
it is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subway station. The rent will be 
affordable if it’s between $300 and $400. 
And...

M: And the furniture?

W: I would like a fully furnished place 
because I don’t have any furniture. I 
don’t have enough money in my budget 
to buy anything.

M: I see. do you have a pet?

W: Yes. I have two kittens.

w: 안녕하세요. 원룸을 찾고 있습니다.

M: 염두에 두고 계신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w: 위치, 가격대, 가구 비치의 유무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M: 맞습니다.

w: 지하철역에서 도보 거리만 된다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세는 300~400달러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M: 그리고 가구는요?

w: 저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가구가 완벽히 

비치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제 예산에서 

가구를 살 돈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M: 알겠습니다. 애완동물 있으세요?

w: 네.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studio apartment 원룸   specific 특정한, 

특별한   feature 특징, 특성   have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location 위치   price range 
가격대   furnished 가구가 비치된   unfurnished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care about ~에 신경 쓰다   

walking distance 도보 가능한 거리   rent 집세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furniture 가구   

budget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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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4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여자의 감기 증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runny nose
②	a headache
③	the chills
④	a fever
⑤	a cough

① 콧물

② 두통

③ 오한

④ 열

⑤ 기침

M: What’s the matter?

W: I have a bad cold. I have a fever and a 
runny nose.

M: Any other symptoms?

W: Since I’ve been blowing my nose so 
much, it is all red and sore. I also can’t 
stop coughing at night.

M: I see. There’s a cold going around these 
days. I will write you a prescription.

W: Ah! I feel chilly, too.

M: i’ll keep that in mind.

W: Thank you. When do i have to take the 
medicine?

M: Please take one pill every eight hours.

W: Before or after meals?

M: Take one with some water after every 
meal. And drink orange juice and a lot 
of water and get some good rest.

M: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w: 감기가 심해요. 열이 있고 콧물도 납니다.

M: 다른 증상은요?

w: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코가 온통 빨갛고 아파요. 또 

밤에는 기침을 멈출 수가 없고요.

M: 알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서요. 처방전을 써 

드리죠.

w: 아! 오한도 납니다.

M: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w: 감사합니다.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M: 8시간마다 한 알씩 드세요.

w: 식전에요, 아니면 식후에요?

M: 매 식사 후 물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오렌지 주스와 

물도 많이 마시고 푹 쉬세요.

fever 열   runny nose 콧물이 흐르는 코   symptom 증상   

blow one’s nose 코를 풀다   sore 아픈   cough 기침하다   

prescription 처방전   feel chilly 오한을 느끼다   keep ~ 
in mind ~을 명심하다   medicine 약   pill 알약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as late for class for 
the first time.

②	The woman and man are in 
the same class.

③	The woman lives in the 
school dormitory.

④	The man has a bad habit of 
not being punctual.

⑤	The woman lives close to 
school.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처음으로 수업에 늦었다.

② 여자와 남자는 같은 반이다.

③ 여자는 학교 기숙사에서 산다.

④ 남자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

⑤ 여자는 학교 근처에 산다.

W: Will, I saw you standing outside of your 
class today. What happened this 
time?

M: My homeroom teacher got so angry 
that I was late again, so he wouldn’t let 
me in.

W: Really? How come you’re always late? I 
thought you live really close to school.

M: I do. It’s a bad habit of mine, which I 
really want to get rid of.

W: You should do something to get rid of 
that habit. It will be even more 
important to be punctual as you grow 
up. By the way, I wish my house were 
that close.

M: Do you live far away? I thought you live 
in the school dorm.

W: I used to, but I moved out to live with 
my parents.

M: I see.

w: Will, 오늘 네가 교실 밖에 서 있는 걸 봤어.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M: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또 지각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나를 들여보내 주지 않으셨어.

w: 정말? 너는 왜 항상 늦어? 나는 네가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줄 알았는데.

M: 그래.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로 없애 

버리고 싶은.

w: 그 습관을 없애려면 뭔가를 해야겠다. 어른이 되면 

시간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거야. 그나저나 

우리 집도 그렇게 가까웠으면 좋겠다.

M: 멀리 사니? 나는 네가 학교 기숙사에 사는 줄 

알았는데.

w: 그랬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나왔어.

M: 그렇구나.

let ~ in ~을 들여보내다   close to ~의 근처에   habit 습관   

get rid of ~을 없애다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far 
away 멀리   dorm 기숙사   move out 이사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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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a big fan of 
rock music.

②	The man went to a famous 
rock music festival last 
weekend.

③	The man began to like rock 
music after the rock festival.

④	The woman went to the same 
festival the man went to.

⑤	The woman is happy to have 
someone to talk about rock 
music with.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록 음악의 열렬한 팬이다.

② 남자는 지난 주말에 유명한 록 음악 페스티벌에 

갔다.

③ 남자는 록 페스티벌 이후로 록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④ 여자는 남자가 갔던 곳과 똑같은 페스티벌에 

갔다.

⑤ 여자는 록 음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기쁘다.

M: Cathy, have you ever been to a rock 
festival?

W: Of course I have. You know I am into rock 
music. How about you?

M: Well, I went to the Pentarport Rock Festival 
last weekend. I have become a huge fan of 
rock music after going there.

W: Wow. That, along with the Jisan Festival, is 
one of the two most famous rock festivals 
in Korea. I have only been to the Jisan 
Festival. So was the music good?

M: Yeah, it was. I thought rock music is only 
loud and noisy, but i was totally wrong. I 
felt like I didn’t have any stress at all while I 
was at the festival.

W: Right. That’s the beauty of rock music. 
It’s nice that I have someone to talk about 
it with.

M: Yeah. Why don’t you recommend some 
good music to me?

M: Cathy, 록 페스티벌에 가 본 적 있어?

w: 물론 가 봤지. 내가 록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알잖아. 너는?

M: 음, 나는 지난 주말에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갔어. 거기 갔다 와서 록 음악의 열혈 팬이 됐지.

w: 와. 그건 지산 페스티벌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록 페스티벌 중 하나야. 나는 지산 

페스티벌에만 가 봤어. 그래서 음악은 좋았니?

M: 응. 나는 록 음악이 소리만 크고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 페스티벌에 

있는 동안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

w: 맞아. 그게 록 음악의 묘미지. 그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다.

M: 응. 나한테 좋은 음악 좀 추천해 주지 않을래?

be into ~에 관심이 많다   a huge fan of ~의 열렬한 

팬   along with ~와 함께   noisy 시끄러운   totally 
완전히   beauty of ~의 묘미   recommend 추천하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will buy a laptop 
computer.

②	The woman and the man are 
the same age.

③	The man made a mistake by 
buying a computer that was 
not light.

④	The woman will choose a 
computer together with the 
man.

⑤	The man spends a lot of time 
in the library using his 
computer.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노트북 컴퓨터를 살 것이다.

② 여자와 남자는 같은 나이이다.

③ 남자는 가볍지 않은 컴퓨터를 사는 실수를 

저질렀다.

④ 여자는 남자와 함께 컴퓨터를 고를 것이다.

⑤ 남자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M: What are you reading, Joan?

W: I am checking a review of some different 
types of netbook computers. I need to buy 
one before I go to college.

M: Why are you going to buy a netbook? I 
heard that laptop computers are way 
better than netbook computers.

W: Really? But netbook computers are much 
cheaper.

M: That’s true. If you are only going to use the 
computer for the Internet and making 
documents, then a netbook would be okay. 
So have you decided what you’re going 
to get?

W: I am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buy.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for 
me?

M: Not really. But don’t make the same 
mistake that I did. You should buy one that 
is lightweight if you want to carry it around.

W: That’s great advice. I’ll be taking it to the 
library a lot, so I had better get a light one.

M: 무엇을 읽고 있니, Joan?

w: 몇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넷북 컴퓨터들에 대한 

후기를 살펴보는 중이야. 대학에 가기 전에 하나 

사야 하거든.

M: 왜 넷북을 사려고 해? 노트북 컴퓨터가 넷북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다고 들었는데.

w: 정말? 하지만 넷북 컴퓨터가 훨씬 더 싸잖아.

M: 그건 맞아. 인터넷과 문서 작업을 위해서만 

컴퓨터를 사용할 거라면 넷북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뭘 살 건지 결정했어?

w: 아직 뭘 사야 할지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야. 

나한테 추천해 줄 거 있니?

M: 아니 별로. 하지만 내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마. 가지고 다니고 싶다면 가벼운 

것을 사는 게 좋아.

w: 좋은 조언이다. 나는 도서관에 자주 가져갈 거라 

가벼운 것을 사는 게 좋겠구나.

review 논평   netbook 넷북   laptop 노트북   

document 문서   figure out 알아내다   

recommendation 추천   lightweight 가벼운   

carry ~ around ~을 가지고 다니다   advice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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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Why? Are you going to Hong 
Kong?

②	It is such a lovely place with 
lots of shopping areas.

③	It’s winter right now, but it’s 
not too cold there.

④	It’s not my first trip to Hong 
Kong, so I am not excited.

⑤	I can see many clouds outside 
now. It might rain tonight.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왜요? 당신 홍콩에 가요?

② 거기는 쇼핑 지역이 많은 아주 멋진 곳이에요.

③ 지금은 겨울이지만, 그곳은 그다지 춥지 

않아요.

④ 홍콩 여행은 처음이 아니라서 나는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⑤ 지금 밖에 구름이 많이 보여요. 오늘 밤에 비가 

올 수도 있겠어요.

W: Honey, is it tomorrow afternoon when 
you are leaving for your business trip to 
Hong Kong?

M: Yeah. I’m leaving at 3 p.m. tomorrow. 
can you please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W: Of course. I am packing your stuff right 
now. How long are you going to be 
away?

M: I’m staying there for two weeks. I am 
coming back on the fifteenth of 
December.

W: Wow! That long?

M: Yes. We might open a branch there. 
There is so much work to get done on 
this business trip.

W: I see. is there anything i should pack 
in your suitcase?

M: Hmm... I will take care of the important 
documents by myself. Just make sure 
to pack several suits and enough 
underwear.

W: Okay. By the way, how’s the weather in 
Hong Kong?

w: 여보, 홍콩으로 출장 떠나는 시간이 내일 오후죠?

M: 그래요. 내일 오후 3시에 떠나요. 공항까지 나 태워다 

줄래요?

w: 물론이죠. 지금 당신 물건을 꾸리고 있어요. 얼마 동안 

가 있는 거예요?

M: 2주 동안 거기 있을 거예요. 12월 15일에 돌아올 

예정이고.

w: 와! 그렇게 오랫동안이요?

M: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지점을 열지도 모르거든. 이번 

출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w: 알았어요. 당신 여행 가방에 내가 꾸려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M: 흠… 중요한 서류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요. 정장 몇 

벌과 속옷만 충분히 잊지 말고 꾸려 줘요.

w: 알았어요. 그런데 홍콩의 날씨는 어때요?

business trip 출장   give ~ a ride ~을 태워다 주다   

pack (짐을) 꾸리다   stuff 물건   be away 떠나 있다   

branch 지점   suitcase 여행 가방   document 서류   by 
oneself 혼자   make sure to 꼭 ~하다   suit 정장   

underwear 속옷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What will you buy for me for 
a graduation present?

②	This is something I really 
wanted. Thank you.

③	How much is it? I want to 
have one like this.

④	Can I make a call with your 
cell phone?

⑤	I am very sad that you guys 
cannot come to my 
graduation.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저한테 졸업 선물로 무엇을 사 주실 거예요?

② 이것은 제가 정말로 원하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③ 이거 얼마예요? 저도 이런 거 가지고 싶어요.

④ 당신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⑤ 제 졸업식에 오실 수 없다니 정말 슬프네요.

W: lauren is going to graduate from 
high school next week. She studied so 
hard that she got admitted to one of the 
most prestigious colleges which she 
really wanted to attend. Her parents are 
very happy and proud of her. Lauren’s 
parents want to buy something for her 
as a graduation gift. After thinking 
about what to buy for her, they 
remember that she wants to change her 
cell phone. So they buy one of the most 
popular cell phones for her. On her 
graduation day, Lauren gets her new 
cell phone from her parents. What 
would she say in this situation?

w: Lauren은 다음 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녀는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그녀가 정말로 다니고 싶었던 

가장 명망 있는 대학들 중 한 곳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고 그녀를 자랑스러워 

한다. Lauren의 부모님은 졸업 선물로 그녀에게 

뭔가를 사 주고 싶어 한다. 무엇을 사 줄지 생각한 끝에 

그들은 그녀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위해 가장 있기 있는 

핸드폰 중 하나를 산다. 졸업식 날 Lauren은 

부모님에게서 새 핸드폰을 받는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get admitted 입학이 

되다   prestigious 명망 있는, 일류의   attend 다니다   

proud of ~이 자랑스러운   graduation 졸업   gift 선물   

cell phone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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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opening of the 
school newspaper

②	the woman’s interview 
preparations

③	the man’s future plans
④	the man’s role model
⑤	the man’s recently 

married sister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학교 신문 창간

② 여자의 인터뷰 준비

③ 남자의 미래 계획

④ 남자의 역할 모델

⑤ 남자의 최근 결혼한 누나

W: Dave, are you busy right now? do you mind if i 
ask you for some of your time?

M: No, not at all. Do you need any help?

W: I am interviewing people about who their role 
models are. It’s for the school newspaper.

M: Oh, that’s kind of interesting. But i haven’t really 
thought about it.

W: Just tell me someone who you want to be like in 
the future.

M: There are many people, like my teacher and my 
older sister.

W: Uh, could you try to pick just one?

M: Oh, I have to pick just one? That’s kind of hard, 
but I would say my sister.

W: Can I ask you why?

M: Well, she is a hardworking person. She works 
hard until she achieves her goals. Also, she is very 
kind and warmhearted, so people like her a lot.

w: Dave, 지금 바쁘니? 시간 좀 내 달라고 해도 

될까?

M: 응, 괜찮아. 도움이 필요해?

w: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할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거든. 학교 신문을 위해서야.

M: 오, 그거 좀 흥미로운데. 하지만 나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w: 그냥 미래에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만 말해 줘.

M: 많은 사람들이 있지. 우리 선생님도 있고, 우리 

누나도 있고.

w: 어, 한 명만 골라 주겠니?

M: 오, 한 명만 골라야 해? 그거 좀 어려운데, 우리 

누나라고 할게.

w: 왜인지 물어봐도 될까?

M: 음, 우리 누나는 근면한 사람이야.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일하거든. 또한 아주 친절하고 

마음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role model 역할 모델, 귀감이 되는 사람   kind of 
약간, 어느 정도   pick 고르다   hardworking 근면한   

achieve 성취하다   goal 목표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Chemicals are important in our lives.
②	Some everyday chemicals are bad for people’s health.
③	People should shampoo their hair more often.
④	It is important to choose a good toothpaste.
⑤	There are many important chemicals in shampoo.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화학 물질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② 어떤 일상의 화학 물질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나쁘다.

③ 사람들은 머리를 더 자주 샴푸로 감아야 한다.

④ 좋은 치약을 고르는 것은 중요하다.

⑤ 샴푸에는 중요한 화학 물질들이 많다.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People come into contact with many chemicals every day.
②	Shampoo, soap, and lotion have some harmful chemicals.
③	Chemicals in shampoo may stop the skin from absorbing 

important nutrients.
④	Our memory gets improved every time we wash our hair.
⑤	Fluoride in toothpaste can be bad for people’s health.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들은 날마다 많은 화학 물질들과 접촉한다.

② 샴푸, 비누, 로션은 해로운 화학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③ 샴푸에 있는 화학 물질들은 피부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막는다.

④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향상된다.

⑤ 치약에 있는 불소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쁠 수 있다.

M: Our daily lives are full of contact with many 
chemicals. For instance, we use soap, shampoo, 
and skin lotion. Yet few of us know that these 
products contain harmful chemicals. Do you know 
that it’s possible for us to harm our ability to 
remember things every time we wash our hair? 
Some chemicals, such as DeA and TeA, may seep 
into the skin and stop the skin from absorbing a 
helpful nutrient called choline. Choline is known to 
be important in helping the brain develop. It’s not 
just shampoo which can be bad for our heath. 
Toothpaste contains fluoride, which is known to 
have some connection with bone cancer and other 
diseases.

M: 우리의 일상 생활은 많은 화학 물질들과의 접촉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누, 샴푸, 스킨 로션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해로운 화학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우리의 

기억 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DEA와 TEA 같은 몇몇 화학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피부가 콜린이라는 유용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콜린은 뇌가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샴푸만 우리의 건강에 나쁠 수 있는 게 아니다. 치약은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뼈암 및 다른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 full of ~으로 가득 차다   contact 접촉   chemical 화학 물질   soap 비누   product 
제품   contain 함유하다   harmful 해로운   harm 해를 끼치다   ability 능력   seep into 
~로 스며들다   absorb 흡수하다   nutrient 영양소   brain 뇌   develop 발달하다   

toothpaste 치약   fluoride 불소   connection 연관   cancer 암   disease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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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가장 먼저 갈 곳을 

고르시오.

M: Hey, Jessica. Are you going to run in 
the coming election?

W: I’m thinking about it. But I am not sure 
yet.

M: Why? You are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W: Do you really think so?

M: Absolutely. don’t hesitate. Stand up. 
Let’s go to a photo shop and take a 
picture for a pamphlet.

W: Now? I’m not ready. I’m on my way 
home from school.

M: That’s okay. Before you take the picture, 
we can go to the mall and buy a suit for 
you. Ah! We’d better go to the beauty 
shop so that someone can do your 
makeup and hair first.

W: Aren’t we being too hasty in making the 
decision?

M: Nope! You know the saying: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W: Okay. Let’s go.

M: 야, Jessica.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할 거니?

w: 생각 중이야.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M: 왜? 네가 그 자리에 적임자야.

w: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M: 물론이지. 망설이지 마. 일어나. 사진관에 가서 

팸플릿에 실을 사진을 찍자.

w: 지금? 나 준비 안 됐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걸.

M: 괜찮아. 사진 찍기 전에 쇼핑몰에 가서 정장 한 벌 사면 

돼. 아! 미용실에 가서 화장과 머리 손질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w: 우리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M: 아니! “쇠뿔도 단 김에 빼라(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라)”는 속담 알잖아.

w: 알았어. 가자.

run 출마하다   election 선거   the right person 적임자   

position 자리, 위치   hesitate 주저하다   photo shop 
사진관   suit 정장   beauty shop 미용실   makeup 화장   

hasty 성급한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다   saying 
속담

02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excited
②	curious
③	regretful
④	indifferent
⑤	jealous

① 신 나는

② 호기심 있는

③ 후회하는

④ 무관심한

⑤ 질투하는

W: Austin! Austin! Stop teasing the 
puppies.

M: Why? It’s so much fun to play with 
them.

W: Listen. They have a right to be treated 
properly, too. What if somebody teased 
you all the time? How would you feel?

M: Hmm... Well, I definitely wouldn’t feel 
good.

W: See? It’s the same with pets. You 
always have to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Okay?

M: I am sorry. I’ll never do it again. I 
promise.

W: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we can’t 
mistreat animals just because they can’t 
talk. Understand?

M: All right, Mom. I was too cruel. I will be 
friendly and a nice owner.

W: Good boy.

w: Austin! Austin! 강아지들 좀 그만 못살게 굴어라.

M: 왜요? 얘들 데리고 노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w: 잘 들으렴. 그들도 올바로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 

만일 누군가가 항상 너를 못살게 군다면 어떻겠니? 

어떤 기분이겠니?

M: 흠… 그게, 분명 기분이 좋지 않겠죠.

w: 그렇지? 애완동물들도 마찬가지야.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해. 알겠니?

M: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w: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렴. 알겠니?

M: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상냥하고 

멋진 주인이 될게요.

w: 착하구나.

tease 못살게 굴다   treat 대우하다   properly 올바로, 

제대로   all the time 항상   definitely 분명히   in one’s 
shoes ~의 입장에서   keep in mind that ~ ~을 명심하다   

mistreat 학대하다   cruel 잔인한   friendly 친절한   

owner 주인

①

④

②

⑤

③

116

당나귀Listening_Level 3_정답해설.indd   116 2011-03-18   오후 7:13:19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bean soup
②	fast food
③	a balanced diet
④	essential nutrients
⑤	cooking lesson

① 콩국

② 패스트푸드

③ 균형 잡힌 식단

④ 필수 영양소

⑤ 요리 강습

M: Mom, i’m home. What are you doing?

W: I’m making some bean soup for you.

M: Bean soup? Yuck! You know I hate to 
eat beans. Why are you making it?

W: don’t say that. Beans are good for 
your health.

M: But they are not delicious. I like 
hamburgers and pizzas much more 
than beans.

W: You should stop eating fast food. You 
have to eat proper meals.

M: I know. But they are very tasty.

W: If you keep refusing to eat beans, then 
you will lack some essential nutrients. 
You won’t be able to stay healthy.

M: Okay, Mom. I’ll try to eat them from now 
on.

M: 엄마, 다녀왔습니다. 뭘 하고 계세요?

w: 네게 줄 콩국을 만들고 있단다.

M: 콩국이요? 윽! 저 콩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만드시는 거예요?

w: 그렇게 말하지 마. 콩은 네 건강에 좋아.

M: 하지만 맛이 없어요. 저는 콩보다 햄버거와 피자가 

훨씬 더 좋아요.

w: 패스트푸드는 그만 먹는 게 좋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지.

M: 알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아주 맛있는걸요.

w: 네가 만일 계속 콩 먹기를 거부한다면 필수 영양소가 

결핍될 거야.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M: 알겠어요, 엄마. 지금부터 먹도록 노력해 볼게요.

bean 콩   yuck (역겨울 때 내는 소리) 윽   hate 몹시 

싫어하다   proper meal 제대로 된 식사   tasty 맛있는   

refuse 거부하다   lack 부족하다, 없다   essential 
필수적인   nutrient 영양소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from now on 지금부터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찾아가야 할 장소를 

고르시오.

W: excuse me. I’m looking for an ATM.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one is?

M: No problem. Go straight to the end of 
this block. And then turn right.

W: Keep going until the end of this street 
and then turn right?

M: Right. And then keep going straight for 
two more blocks.

W: And then?

M: Turn left at the intersection and go 
straight for one more block. You will see 
the Gold Bank on your left.

W: So there’s an ATM in the bank?

M: You got it. That is the nearest bank in 
this area. You can’t miss it. If you get 
lost, just ask a passerby.

W: Thank you very much.

w: 실례합니다. 현금지급기를 찾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M: 네. 이 블록의 끝까지 직진하세요. 그런 다음 

우회전하세요.

w: 이 길 끝까지 계속 간 다음 우회전하라고요?

M: 맞아요. 그런 다음 두 블록을 계속 더 직진해 가세요.

w: 그다음에는요?

M: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한 블록 더 직진하세요. 

왼쪽에 골드은행이 보일 거예요.

w: 그러니까 그 은행 안에 현금지급기가 있다는 거죠?

M: 맞아요. 그게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에요. 

찾기 쉬워요. 만일 길을 잃어버리시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w: 정말 감사합니다.

atM (= 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 자동 입출금기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intersection 교차로   area 
지역   miss 놓치다   get lost 길을 잃다   passerby 행인, 

지나가는 사람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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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5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to ask her where to buy a ring
②	to ask her how to choose a 

real diamond
③	to ask her how to become a 

gemologist
④	to ask her to help him buy an 

engagement ring
⑤	to ask her out

① 어디서 반지를 살지 물어보려고

② 진짜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③ 보석 감정사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④ 청혼(약혼) 반지 사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⑤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M: Hello, Mary. This is Tim. do you have 
time this afternoon?

W: I guess so. I have no plans yet. Why? 
What’s up?

M: I’m going to buy a diamond ring for my 
girlfriend. I’m going to propose to her 
tonight.

W: Wow! That’s wonderful.

M: I heard on the news that there are a lot 
of fake diamonds on the market these 
days. Since you’re a gemologist, I’m 
sure you have an eye for the real thing.

W: Right. You have to have the ring 
double-checked before buying it.

M: That’s why I’m asking for your help.

W: No problem. i’m willing to help you. 
When do you want to meet?

M: I’ll pick you up at your house at 2. Is 
that okay?

W: Sure.

M: 여보세요, Mary. 나 Tim이야.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w: 그럴 것 같아. 아직 아무 계획 없어. 왜? 무슨 일이야?

M: 나 여자 친구에게 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려고. 오늘 

밤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해.

w: 와! 그거 멋지다.

M: 요즘 시장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 너는 보석 감정사니까 분명 진품에 

대한 안목이 있을 거 아니니.

w: 맞아. 반지는 구입하기 전에 재차 확인해 봐야 해.

M: 그래서 네 도움을 청하는 거야.

w: 그래. 기꺼이 도와줄게. 언제 만나고 싶어?

M: 2시에 너의 집으로 데리러 갈게. 괜찮겠어?

w: 응.

propose 청혼하다   fake 가짜의   gemologist 보석 

감정사   have an eye for ~에 대한 안목이 있다   real 
진짜의   double-check 재확인하다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pick ~ up ~을 (차에) 태우러 가다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 (청혼을 수락하면 약혼 상태가 됨)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call 119
②	describe the scene of a fire
③	enjoy the night view
④	go out of a building
⑤	go to a shopping mall

① 119에 전화하기

② 화재 장면 묘사하기

③ 야경 즐기기

④ 건물에서 나가기

⑤ 쇼핑몰에 가기

W: Wow! The night view here is so 
beautiful.

M: You’re right. This area is very famous for 
its scenery. Look. Lots of people are 
enjoying the view.

W: Thank you for taking me here.

M: My goodness. Look over there. Smoke 
is coming out of the building.

W: Oh, no! I can’t believe it. What should 
we do?

M: Please call 119. Tell them a fire has 
broken out.

W: Okay. I’ll tell them we can see some 
black smoke pouring out of the 
windows of the building.

M: Hurry. Hurry up.

W: Calm down and tell me exactly where 
the fire is.

M: I guess it is at Jongro-3-ga near the 
shopping mall 2PM.

w: 와! 이곳 야경 참 아름답다.

M: 맞아. 이 지역은 경치로 아주 유명해. 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즐기고 있잖아.

w: 여기에 데려와 줘서 고마워.

M: 저런. 저쪽을 봐. 건물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w: 오, 이런!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M: 119에 전화해 줘. 불이 났다고 말해.

w: 알았어. 검은 연기가 건물의 창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보인다고 말할게.

M: 서둘러. 서둘러.

w: 진정하고 불이 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해 줘.

M: 종로3가의 2PM 쇼핑몰 근처 같아.

night view 야경   scenery 경치   view 전망   My 
goodness. 저런.[어머나.]   smoke 연기   break out 
발생하다   pour out of ~에서 쏟아져 나오다   calm down 
진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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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seaside
②	a school
③	an office
④	a playground
⑤	a gymnasium

① 바닷가

② 학교

③ 사무실

④ 운동장

⑤ 체육관

M: It’s so relaxing, isn’t it?

W: Yeah, it is. My work has been stressing 
me out these days, but walking 
barefoot on the beach is helping me get 
rid of it.

M: You can say that again. I feel so 
peaceful.

W: Look at James and Jessica over there. 
They look so excited.

M: They also need some time to relax. 
They were so busy going to school and 
doing all of their assignments.

W: Let’s make some time to rest more 
often. i feel refreshed.

M: That’s a great idea. Our lovely children 
are waving their hands to ask us for 
help. They want us to make a 
sandcastle with them.

W: Let’s go.

M: 정말 편안해, 그렇지?

w: 그래요.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맨발로 

바닷가를 걸으니 스트레스가 없어지네요.

M: 정말 그래. 참 평화로운 기분이군.

w: 저쪽의 James와 Jessica 좀 봐요. 정말 신이 나 

보여요.

M: 쟤들도 느긋이 쉴 시간이 필요해. 학교 다니랴 그 모든 

숙제를 하랴 정말 바빴잖아.

w: 좀 더 자주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해요. 기분이 

상쾌해요.

M: 좋은 생각이야.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와 달라고 손을 흔드는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모래성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어.

w: 가요.

relaxing 편한, 마음을 느긋하게 해 주는   stress ~ out 
~에게 스트레스를 주다   barefoot 맨발로   get rid of ~을 

없애다   You can say that again. 정말 그래.   peaceful 
평화로운   relax 휴식을 취하다, 느긋이 쉬다   rest 쉬다   

refreshed 상쾌한   wave 흔들다   sandcastle 모래성

08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가 사려는 

운동복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the tracksuit is too 
expensive

②	because he already has many 
tracksuits

③	because he always follows 
trends

④	because she does not like 
spangles

⑤	because the tracksuit is too 
showy

① 운동복이 너무 비싸서

② 남자는 이미 운동복을 많이 갖고 있어서

③ 남자는 항상 유행을 따라서

④ 여자 자신이 스팽글이 싫어서

⑤ 운동복이 너무 현란해서

W: Nick, are you still shopping online?

M: Yes. The price differences between 
shops are quite large.

W: What are you going to buy anyway?

M: I’d like to buy a sweatsuit with 
spangles.

W: With spangles? What are you talking 
about?

M: Didn’t you see the weekend soap opera 
Secret Garden? Hyun Bin wore the 
same outfit on that show. He looked so 
cool.

W: Oh, come on. It was just a prop for the 
show. It drew too much attention. 
Furthermore, that kind of outfit is not for 
everyone.

M: i’m perfectly proportioned, and 
anything looks good on me.

W: Ha ha.

w: Nick, 아직도 온라인 쇼핑 중이니?

M: 응. 상점들 간의 가격 차이가 꽤 커.

w: 어쨌든 뭘 사려는 건데?

M: 스팽글이 달인 운동복을 사고 싶어.

w: 스팽글이 달린 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M: 너 주말 드라마 <시크릿 가든> 안 봤어? 그 프로에서 

현빈이 똑같은 옷을 입었거든. 정말 멋있었어.

w: 오, 이런. 그건 단지 그 프로의 소품일 뿐이야. 그건 

너무 튀었어. 게다가 그런 종류의 복장은 모든 

사람한테 다 어울리는 게 아니야.

M: 나는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어떤 것이든 

어울려.

w: 하하.

sweatsuit 트레이닝복, 운동복   spangle 스팽글 (옷에 

장식으로 붙이는, 반짝거리는 얇은 조각)   soap opera 
드라마   outfit 옷, 복장   prop 소품   draw attention 
주의를 끌다   furthermore 게다가   proportioned 균형이 

잡힌   look good on ~에게 어울리다   tracksuit 운동복   

showy 현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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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음을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location
②	the population
③	the area
④	the administrative district
⑤	the territorial dispute

① 위치

② 인구

③ 면적

④ 행정 구역

⑤ 영토 분쟁

M: Dokdo is in the east Sea. The seas 
surrounding Dokdo are rich fishing 
grounds. The island measures 187,554 
square meters. It consists of two main 
islets and numerous surrounding rocks. 
The two main islets are called Seodo, 
which means “Western Island,” and 
Dongdo, which means “eastern Island.” 
The name Dokdo was first used in 1906 
by the governor of Ulleungdo, after 
which the island became an 
administrative district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island chain 
is claimed by both South Korea and 
Japan. Koreans hold a rally to maintain 
Dokdo as Korean territory because 
Dokdo is Korean territory without a 
shadow of a doubt.

M: 독도는 동해에 있다. 독도를 둘러싼 바다는 수산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그 섬은 187,554제곱 

미터이다. 그곳은 두 개의 주요한 작은 섬과 무수한 

인근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주요한 작은 

섬은 ‘서쪽 섬’이라는 뜻의 서도와 ‘동쪽 섬’이라는 뜻의 

동도라고 불린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에 울릉도 

도지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그 섬은 

경상북도의 행정 구역이 되었다. 그 섬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독도 

사수 결의 대회를 갖는다(독도를 한국 영토로 유지하기 

위한 집회를 연다). 왜냐하면 독도는 엄연히 한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rich fishing ground 수산 자원이 풍부한 어장   consist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islet 작은 섬   numerous 수많은   

governor 도지사   administrative district 행정 구역   

claim ~의 권리를 주장하다   hold a rally 집회를 열다   

maintain 유지하다   territory 영토   without a shadow 
of a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엄연히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ill stay for only 
one night.

②	The man wants a room on a 
low floor.

③	The man wants a room with 
a single bed.

④	The man wants a room with 
a computer.

⑤	The man has no credit card.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하룻밤만 머무를 것이다.

② 남자는 낮은 층의 방을 원한다.

③ 남자는 일인용 침대가 있는 방을 원한다.

④ 남자는 컴퓨터가 있는 방을 원한다.

⑤ 남자는 신용카드가 없다.

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nights. My name is Andrew Peterson.

W: Okay. What dates would you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M: December 17 and 18. can i have a 
room with a great view?

W: Certainly, sir. do you want a single or 
a double bed?

M: A double bed.

W: Would you like us to put a fruit basket in 
your room? It’s complimentary.

M: That would be great. Oh, I almost forgot 
to say that I’ll need a room with a 
computer and Internet service.

W: No problem. All of our rooms come with 
a Tv and a computer. Okay, Mr. 
Peterson, your room has been reserved. 
You can pay by credit card when you 
come here.

M: Okay. Thanks.

M: 이틀 밤 예약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Andrew 

Peterson입니다.

w: 네. 어떤 날짜에 예약하고 싶으신가요?

M: 12월 17일과 18일이요. 멋진 전망이 있는 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w: 네, 고객님. 1인용 침대를 원하세요, 2인용 침대를 

원하세요?

M: 2인용 침대요.

w: 객실에 과일 바구니를 놓아 드릴까요? 무료입니다.

M: 그거 좋군요. 오,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깜빡할 뻔했어요.

w: 문제없습니다. 저희 모든 객실에는 TV와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Peterson 씨, 고객님의 

방이 예약되었습니다. 여기 오실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M: 네. 감사합니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view 전망   

complimentary 무료의   come with ~이 딸려 있다   

reserve 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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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needs blankets 
for her new apartment.

②	The blankets are made of 
wool.

③	The woman will buy two 
blankets.

④	The man offers the woman a 
discount on the blankets.

⑤	The woman will buy some 
pillow cases.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자는 새 아파트에서 쓸 담요를 필요로 한다.

② 담요들은 양모로 만들어져 있다.

③ 여자는 담요 두 개를 살 것이다.

④ 남자는 여자에게 담요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⑤ 여자는 베갯잇을 살 것이다.

W: Wow. These blankets are really 
beautiful.

M: Yes. You have an experienced eye. 
They are not only beautiful but are also 
very warm and light since they’re all 
made of wool.

W: Oh, that’s good. I am going to buy 
some for my new apartment.

M: They are $50 each. But if you buy more 
than one, I can give you a special 
discount. How many are you going to 
buy?

W: I will buy two blankets, one for myself 
and one for my daughter.

M: Why don’t you buy one more? I’ll give 
you three for only $120.

W: Really? Then I’ll take three. And I’d like 
to buy some pillow cases, too.

M: Okay. I think these match the blankets 
you’re getting. They’re $10 each.

W: Good. i’ll take four.

w: 와. 이 담요들 정말 아름답네요.

M: 네. 손님은 높은 식견을 지니셨군요. 그것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모두 양모로 만들어졌거든요.

w: 오, 좋네요. 새 아파트에서 쓸 것을 몇 개 사야겠어요.

M: 각각 5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 개 이상 사시면 특별 

할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개 사실 건가요?

w: 제 거 하나와 딸아이 거 하나, 두 개를 살게요.

M: 하나 더 사는 게 어떠세요? 세 개를 단지 120달러에 

드리겠습니다.

w: 정말이요? 그럼 세 개 살게요. 그리고 베갯잇도 좀 

사고 싶어요.

M: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구입하실 담요들과 어울릴 것 

같네요. 10달러씩입니다.

w: 좋아요. 네 개 살게요.

blanket 담요   experienced eye 높은 식견   wool 양모   

discount 할인   pillow case 베갯잇   match ~와 

어울리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an’s job is relatively 
easy.

②	The man and woman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③	The woman has met the 
man’s father.

④	The woman financially 
supports her family.

⑤	The woman will find another 
job right away.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자의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② 남자와 여자는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③ 여자는 남자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④ 여자는 재정적으로 그녀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⑤ 여자는 즉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다.

W: David, you always look happy 
regardless of your workload. Do you 
enjoy your work?

M: Luckily, yes. I’m doing what I’ve always 
wanted to do, so I am happy when I 
work.

W: Did you say that your father is also an 
architect?

M: Yes, I think he influenced me a lot when 
I was little. I saw him design many 
houses and buildings at home. Since 
then, I’ve thought it would be really nice 
to design a great house for someone to 
live in.

W: I envy you because you enjoy your work 
so much. To be honest, I’m just working 
for the money.

M: Really? I didn’t know that. I think you’ve 
got to do something you enjoy.

W: That’s easier said than done. I am the 
only breadwinner in my family.

w: David, 너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늘 행복해 보여. 

일이 즐겁니?

M: 운 좋게도 그래. 나는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할 때 행복해.

w: 너의 아버지도 건축가라고 했던가?

M: 응,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 나는 집에서 아버지가 많은 집과 건물들을 

디자인하시는 걸 봤어.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가 살 

멋진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했지.

w: 네가 네 일을 그렇게 즐기다니 부럽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저 돈 때문에 일하고 있어.

M: 정말? 몰랐어. 나는 네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w: 그게 어디 말처럼 쉽니. 나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야.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workload 작업량   

architect 건축가   influence 영향을 주다   envy 
부러워하다   easier said than done 행동보다 말이 쉽다   

breadwinner 생계비를 버는 사람, 가장   relatively 
상대적으로   financially 재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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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5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say next?

①	She says that you must not take 
the literature class.

②	We are lucky to have a good 
friend like her.

③	Are you sure that you have no 
feelings for her?

④	Yes, and she always makes fun 
of me when she gets a better 
grade.

⑤	No. I don’t believe she said 
such a bad thing to me.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걔는 네가 문학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② 우리는 걔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행운이야.

③ 걔한테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확실해?

④ 응, 그리고 걔는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항상 나를 

놀려.

⑤ 아니. 걔가 나한테 그런 나쁜 말을 했다는 걸 못 

믿겠어.

M: Hey, Cathy!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so long to tell you this. Congratulations!

W: Congratulations? What for?

M: I heard that you got an A+ in the 
literature class.

W: Hmm... Where did you hear that?

M: Wendy told me this afternoon. Why? 
You don’t look so happy about it.

W: Well... Actually, i got a B, not an A+.

M: Really? Then why did Wendy tell me that 
you got an A+?

W: To be honest, I lied to her. I know it was 
a stupid thing to do. But when she 
proudly told me that she got an A, I 
wanted to surprise her.

M: Oh, my. Is that because she always 
boasts when she gets a good grade?

M: 안녕, Cathy! 이 말을 하려고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았어. 축하해!

w: 축하한다고? 무엇 때문에?

M: 네가 문학 수업에서 A+를 받았다고 들었어.

w: 흠… 어디서 그 말을 들었니?

M: Wendy가 오늘 오후에 말해 줬어. 왜 그러니? 

너는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

w: 음… 실은 A+가 아니라 B를 받았어.

M: 정말? 그런데 왜 Wendy는 나한테 네가 A+를 

받았다고 말했을까?

w: 솔직히 말하면, 내가 걔한테 거짓말을 했어. 

멍청한 짓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걔가 자기는 A를 

받았다고 자랑스레 말했을 때, 나도 걔를 놀라게 

하고 싶었어.

M: 오, 이런. 걔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항상 자랑을 

해서 그런 거니?

literature 문학   stupid 멍청한   proudly 자랑스럽게   

boast 자랑하다   get a good grade 좋은 점수를 받다   

make fun of ~을 놀리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 am sick of getting so many 
handouts in my classes.

②	I think it’s better to throw away 
all of the handouts as soon as 
we get them.

③	I want to buy the same folder 
you have. Where did you get 
yours?

④	What makes you think I am 
such an organized person?

⑤	Could you tell me which class 
this handout belongs to?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유인물을 받는 것이 

지겨워.

② 유인물들은 받자마자 모두 버리는 것이 나은 것 

같아.

③ 네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폴더를 사고 싶어. 네 

것은 어디서 샀어?

④ 왜 내가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⑤ 이 유인물이 어느 수업에 해당하는 건지 말해 

줄래?

W: Joseph is a freshman. Some professors 
give out a lot of handouts in every class. 
He sometimes gets confused about 
which handouts are for which of his 
classes. He knows his classmate Susie 
is very organized and never struggles 
with the same problem. He sees that 
she has a big folder which has 
separated spaces to organize all of her 
handouts. He thinks the folder will help 
him arrange his handouts neatly so that 
he won’t get confused anymore. He 
wants to know where she bought her 
folder. What would he say to her in this 
situation?

w: Joseph은 신입생이다. 몇몇 교수님들은 매 

수업마다 많은 유인물을 나눠 주신다. 그는 때로 

어느 유인물이 어느 수업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그는 그의 급우 Susie가 매우 정리를 잘하고 절대 

똑같은 문제로 고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유인물을 정리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을 가진 큰 폴더를 갖고 있는 것을 

안다. 그는 그 폴더가 자신이 더는 헷갈리지 않도록 

유인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폴더를 샀는지 알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가 그녀에게 할 말은?

freshman 신입생   professor 교수   give out 나눠 

주다   handout 유인물   confused 헷갈리는   

organized 정리를 잘하는, 체계적인   struggle 
고심하다, 애쓰다   folder 서류철, 폴더   separate 
분리하다   neatly 깔끔하게   sick of ~이 지겨운   

throw away 버리다   belong to ~에 속하다

122

당나귀Listening_Level 3_정답해설.indd   122 2011-03-18   오후 7:13:20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ir class reunion
②	the woman’s health 

trainer
③	the proper exercise 

steps
④	working out at the gym
⑤	the man’s stress level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동창회

② 여자의 헬스 트레이너

③ 적절한 운동 단계

④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⑤ 남자의 스트레스 정도

W: Terry, is that you?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M: Oh, hi, Julie. It’s nice to see you out of school. 
Do you come here often?

W: Yes. I’m a member of this gym. I’ve been working 
out here since last year.

M: You’ve been exercising for quite a long time. 
That’s why you always look healthy and slim.

W: Oh, really? Thanks.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ut here?

M: Well, I signed up here last week. But, to be 
honest, this is only my second visit here. It’s 
funny that I seem to find a reason not to come 
here almost every day.

W: It’s hard for everyone at first. Do you have a 
specific reason why you are working out?

M: Well, I want to get some muscles. I especially 
want to develop my abs.

w: Terry, 너니? 너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

M: 오, 안녕, Julie. 학교 밖에서 너를 보니 반갑다. 

여기 자주 오니?

w: 응. 이 체육관의 회원이야. 작년부터 여기서 

운동하고 있어.

M: 꽤 오랫동안 운동해 왔구나. 그래서 네가 항상 

건강하고 날씬해 보이는구나.

w: 오, 정말? 고마워. 넌 여기서 얼마 동안 운동한 

거야?

M: 음, 나는 지난주에 여기 등록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겨우 두 번째 여기 오는 

거야. 내가 거의 매일 여기 오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것 같아 웃기다.

w: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힘들어. 운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M: 음, 근육을 좀 가지고 싶어서. 특히 복근을 

키우고 싶어.

gym 체육관   work out 운동하다   slim 날씬한   sign 
up 등록하다   funny 웃기는   reason 이유   at first 
처음에   specific 특별한   muscle 근육   develop 
발달시키다   abs 복근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how to find diamonds
②	the origin of the name “diamond”
③	strong but weak diamonds
④	the history of diamond mining
⑤	the reason why diamonds are harder than any other 

material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다이아몬드를 찾는 법

②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기원

③ 강하지만 약한 다이아몬드

④ 다이아몬드 채굴의 역사

⑤ 다이아몬드가 다른 어떤 물질보다 단단한 이유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Diamonds are known to be harder than any other material.
②	A hammer can shatter a diamond.
③	The edge of a diamond is very strong.
④	A diamond can scratch a hammer.
⑤	A diamond can be less tough than some other materials.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다이아몬드는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다.

② 망치는 다이아몬드를 부술 수 있다.

③ 다이아몬드의 가장자리는 매우 강하다.

④ 다이아몬드는 망치를 긁어 흠집을 낼 수 있다.

⑤ 다이아몬드는 몇몇 다른 물질보다 덜 단단할 수 있다.

M: We know that diamonds are not only beautiful but 
are also harder than any other substance on earth. 
So how is it possible to cut and shape a diamond 
into a decent form? A diamond can be used to cut 
any material, but its toughness may be less than 
that of some other materials. For example, a 
diamond can scratch a hammer, but a hammer can 
shatter the diamond. Additionally, a pair of pliers 
can crush the edge or tip of a diamond when a 
person is setting it. You need to remember that the 
edge of a diamond is fragile if you do not want to be 
worried about scratching it when you are wearing a 
diamond ring.

M: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단단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그럴듯한 형태로 자르고 모양을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이아몬드는 어떤 물질이든 자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의 강도는 몇몇 다른 물질들의 강도보다 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망치에 흠집을 낼 수 있지만, 망치는 다이아몬드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때 펜치가 다이아몬드의 가장자리나 끝 부분을 

부술 수도 있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을 때 거기에 흠집이 날까 

걱정하고 싶지 않다면, 다이아몬드의 가장자리가 깨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substance 물질   shape ~ into... ~을 …의 모양으로 만들다   decent 그럴듯한   

material 물질   toughness 강도   scratch 긁다, 긁어서 흠집을 내다   hammer 망치   

shatter 부수다, 산산조각 내다   additionally 게다가   pliers 펜치   crush 부수다   

edge 가장자리   tip 끝   fragile 깨지기 쉬운   origin 기원   mining 채굴

ACtuAL test 15 Answer & Script    123

당나귀Listening_Level 3_정답해설.indd   123 2011-03-18   오후 7:13:20



t e s t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③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②	 16 ④	 17 ④
1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이불을 

고르시오.

M: May I help you, ma’am?

W: Yes, please. i’m looking for bedding.

M: I see. There are lots of designs. What kind 
of bedding do you want?

W: I want something unique and with a design.

M: All right. Here are really nice ones. Please 
take a look at these striped, floral, 
checkered, and leopard-printed ones.

W: Wow! It’s very hard to choose. Are the 
prices the same?

M: Nope! The striped and the floral ones are 
less expensive than the checkered and 
leopard-printed ones.

W: I see. Since I am newly married, I’ll get the 
floral one.

M: Which one do you prefer: the one with 
white roses on a pink background or the 
one with red roses on a white background?

W: The latter, please.

M: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손님?

w: 네. 이불을 찾고 있습니다.

M: 그렇군요. 디자인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이불을 원하세요?

w: 독특하고 무늬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M: 알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줄무늬, 꽃무늬, 체크무늬, 그리고 표범무늬 

이불들을 보세요.

w: 와! 고르기가 아주 어렵네요. 가격은 

똑같은가요?

M: 아니요! 줄무늬와 꽃무늬 이불이 체크무늬와 

표범무늬 이불보다 덜 비쌉니다.

w: 그렇군요. 제가 신혼이니 꽃무늬 이불로 

하겠습니다.

M: 분홍색 바탕에 흰 장미가 있는 것과, 흰색 바탕에 

빨간 장미가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w: 후자로 주세요.

bedding 이불   unique 독특한   take a look at 
~을 보다   striped 줄무늬의   floral 꽃무늬의   

checkered 체크무늬의   leopard-printed 표범 

무늬의   newly married 신혼의   the latter 후자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경 변화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surprised – relieved
②	resentful – satisfied
③	provoking – thankful
④	embarrassed – surprised
⑤	resentful – regretful

① 놀란 – 안심하는

② 분개하는 – 만족한

③ 약 오르는 – 감사하는

④ 당황스러운 – 놀란

⑤ 분개하는 – 후회하는

W: Why would you like to have a face-to-
face talk with me, Mr. park?

M: Because I can’t believe my eyes, boss. 
Look at my paycheck. It’s 10 percent less 
than last month’s.

W: Oh! The reason is that you were late every 
Monday.

M: It wasn’t my fault. The traffic was terrible on 
Mondays.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about it.

W: If that’s the case, then all of the workers 
here should have been late to work as well. 
But they weren’t.

M: The reason was...

W: don’t give me any excuses. You should 
have taken the road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M: Come on. This is too much.

W: It’s a company regulation.

M: I’m sorry. I need to be more punctual in the 
future.

w: Mr. Park, 왜 저와 면담하고 싶어 하시죠?

M: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사장님. 제 급료를 

보세요. 지난달보다 10%가 더 적어요.

w: 오! 그 이유는 당신이 월요일마다 지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M: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w: 만약 그렇다면 이곳의 모든 직원들도 역시 늦게 

출근했어야 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M: 그 이유는…

w: 변명하지 마세요. 도로 상태를 고려했었어야죠.

M: 그래도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w: 그것은 회사 규정이에요.

M: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더 

엄수하겠습니다.

face-to-face 마주보는, 대면하는   paycheck 급료   

fault 잘못   excuse 변명   take ~ into 
consideration ~을 고려하다   road condition 
도로 상태   regulation 규정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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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about their son’s math grade
②	about their son’s strange 

behavior
③	about their son’s study habits
④	about their son’s acceptance 

by a university
⑤	about their son’s future

① 아들의 수학 성적에 대하여

② 아들의 낯선 행동에 대하여

③ 아들의 공부 습관에 대하여

④ 아들의 대학 합격에 대하여

⑤ 아들의 미래에 대하여

M: Honey, do you know what our son 
Daejung is doing now?

W: What’s he doing? Is he doing something 
special?

M: Yeah! He is studying on Sunday.

W: What? Are you sure? He’s probably 
reading a novel or a comic book. He 
never studies on Sundays.

M: He used to, but that’s not the case 
today. He’s been studying for the past 
two hours. He is solving math 
problems.

W: What? What made him change?

M: I guess it’s because of Jisoo. She was 
accep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W: You’re probably right. Her acceptance 
has really influenced him.

M: I hope that he takes this as a good 
opportunity to change his ways.

W: I hope so, too.

M: 여보, 우리 아들 대정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w: 뭘 하고 있는데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나요?

M: 맞아! 일요일인데 공부를 하고 있어.

w: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아마 소설이나 만화책을 읽고 

있겠죠. 걔는 일요일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잖아요.

M: 그랬었지.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 두 시간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w: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걔가 변했을까요?

M: 지수 때문인 것 같아. 걔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잖아.

w: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걔의 합격이 우리 아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쳤나 봐요.

M: 그 애가 이것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w: 저도 그러기를 바래요.

comic book 만화책   used to 예전에는 ~했다   solve 
풀다   be accepted to ~에 합격하다   acceptance 합격   

influence 영향을 주다   opportunity 기회

0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①	12,500 won
②	17,500 won
③	25,000 won
④	35,000 won
⑤	50,000 won

① 12,500원

② 17,500원

③ 25,000원

④ 35,000원

⑤ 50,000원

W: I’d like to send this parcel to Jeju 
Island.

M: Put it on the scale, please. Okay. It’s 5 
kilograms.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by regular or express mail?

W: How long does regular mail take?

M: It’ll take about 5 business days and 
cost 2,500 won per kilogram. express 
mail will take 3 business days at 5,000 
won per kilogram.

W: don’t you have an overnight service?

M: We do. But that costs 10,000 won per 
kilogram. However, it is not only fast, 
but we also guarantee on-time delivery 
as well.

W: That sounds great, but I can’t afford it. 
I’ll just go with the regular service.

M: Okay.

w: 이 소포를 제주도로 부치고 싶습니다.

M: 저울에 올려 놓으세요. 네. 5킬로그램입니다. 보통 

우편으로 보내 드릴까요, 빠른 우편으로 보내 

드릴까요?

w: 보통 우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M: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이 걸리며, 킬로그램당 

2,500원입니다. 빠른 우편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걸리며, 킬로그램당 5,000원입니다.

w: 익일 서비스는 없나요?

M: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킬로그램당 10,000원입니다. 

그래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정시 배달도 보장합니다.

w: 좋기는 한데 그럴 여유가 없네요. 그냥 보통 우편으로 

할게요.

M: 알겠습니다.

parcel 소포   scale 저울   regular mail 보통 우편   

express mail 빠른 우편   business day 영업일, 평일   

overnight service 익일 서비스   guarantee 보장하다   

on-time 제시간의   delivery 배달   can’t afford ~할 

여유가 없다, ~할 돈이 없다   go with ~을 받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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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남자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he forgot his secret 
number

②	because he does not have a 
bankcard

③	because he does not have his 
ID card

④	because he does not know 
where the ATM is

⑤	because he lost his wallet

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② 은행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③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④ ATM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⑤ 지갑을 잃어버려서

W: Hey, what happened? You’re sweating.

M: Yes, I am. I need some money right 
now. I just realized that I have no cash 
in my wallet.

W: Why don’t you use an ATM? It’s just 
across the street.

M: I know, but I forgot my PIN number. 
That’s the problem.

W: Did you change your PIN number 
recently?

M: No, it’s not that. I haven’t used my 
bankcard in a long time.

W: That’s too bad. do you want me to 
lend you some cash? How much do 
you need?

M: Thank you, but that’s okay. I’ll just go to 
the bank and have the teller give me a 
new card.

W: Do you have some ID with you?

M: Fortunately, I do.

w: 이봐, 무슨 일이야? 땀을 흘리고 있잖아.

M: 응. 나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하거든. 지갑에 현금이 

없는 걸 방금 알았어.

w: ATM을 사용하는 게 어때?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

M: 아는데, 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게 문제야.

w: 최근에 네 비밀번호를 바꿨니?

M: 아니, 그게 아니야. 오랫동안 은행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

w: 안됐다. 내가 현금을 좀 빌려 줄까? 얼마나 필요해?

M: 고맙지만 괜찮아. 은행에 가서 행원에게 새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할 거야.

w: 신분증 있어?

M: 다행히도 있어.

sweat 땀을 흘리다   cash 현금   wallet 지갑   pin 
number 비밀번호   recently 최근에   teller (은)행원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buy him some mouthwash
②	listen to his worries
③	treat his disease
④	recommend a good 

restaurant
⑤	treat him to a meal

① 구강 청결제 사 주기

② 고민 들어 주기

③ 병 치료해 주기

④ 좋은 식당 추천해 주기

⑤ 식사 대접하기

W: Have you got a minute? i’d like to 
make sure that i leave nothing 
unsaid.

M: i’m all ears. What’s up? What do you 
want to tell me?

W: It’s about all those things I said about 
having grown tired of you.

M: Oh, that? I was hurt at that time, but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look 
back on our relationship.

W: I’m so sorry. i really stuck my foot in 
my mouth.

M: It’s okay. I’ve already forgotten it.

W: Thank you for saying that.

M: Don’t worry about it. If you feel sorry, 
why don’t you buy me dinner?

W: Why not? I’d love to.

M: I think I will have you treat me to some 
high-priced food. Brace yourself.

w: 잠깐 시간 있니? 털어놓고 싶은 말이 있어서.

M: 듣고 있어. 무슨 일인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w: 너한테 지겨워진 것에 대해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M: 오, 그거? 그때는 상처받았지만, 내가 우리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w: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실언한 거였어.

M: 괜찮아. 벌써 다 잊었는걸.

w: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M: 걱정하지 마. 만약 미안하다면 나한테 저녁이나 사지 

그래?

w: 그래. 좋아.

M: 비싼 음식으로 한턱내게 해야겠는걸. 단단히 각오해.

make sure that ~을 확실히 하다   leave nothing 
unsaid 모든 것을 털어놓다   be all ears 열심히 귀 기울이다   

tired of ~에 질린   opportunity 기회   look back on 
~을 되돌아보다, 회상하다   relationship 관계   stick 
one’s foot in one’s mouth 본의 아니게 실언하다   treat 
대접하다   high-priced 비싼   brace oneself 각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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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student
②	a writer
③	a housewife
④	a teacher
⑤	a businesswoman

① 학생

② 작가

③ 주부

④ 선생님

⑤ 사업가

M: Hello, Mrs. Baek. May I talk to you for a 
while?

W: Sure. What’s the matter?

M: You taught the progressive tense in the 
previous class and told us to write ten 
sentences using it for our homework, 
right?

W: Yes. Do you have any problems with 
that?

M: I’ve already written seven sentences, 
but I’m really having a hard time making 
the rest of them.

W: do you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M: Honestly, not really. i couldn’t fully 
concentrate during class. I’m very 
sorry.

W: It’s okay. I’ll explain it one more time. 
Listen carefully this time.

M: Thank you so much, ma’am.

M: 안녕하세요, 백 선생님.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w: 응. 무슨 일이니?

M: 지난 수업 시간에 진행시제를 가르쳐 주셨고, 숙제로 

그걸 사용해서 열 개의 문장을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w: 응. 거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M: 이미 일곱 개의 문장을 썼는데요, 나머지를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서요.

w: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니?

M: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w: 괜찮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번에는 잘 들어.

M: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for a while 잠시   progressive tense 진행시제   

previous 이전의   have a hard time -ing ~하느라 

힘들다   fully 완전히   concept 개념   concentrate 
집중하다   explain 설명하다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딸에게 강조한 것을 

고르시오.

①	apologize whenever she 
makes a mistake

②	avoid serious situations
③	be polite
④	have a good reputation
⑤	do not make promises

① 실수할 때마다 사과하기

② 심각한 상황 피하기

③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④ 좋은 평판 받기

⑤ 약속하지 말기

W: Dad, is it really important to keep a 
promise you make with someone?

M: You bet. Keeping promises gives you a 
good reputation, and it reveals much 
about your personality.

W: But you know how hard it is to keep a 
promise all the time. Haven’t you ever 
broken a promise before?

M: Sure I have.

W: Does that mean that you have a bad 
reputation?

M: Ha ha. Not really. Most of the promises 
that I broke were due to some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I 
always politely apologized whenever 
that happened.

W: I see.

M: There is a saying: When a leopard dies, 
it leaves its skin; a man, his reputation.

W: You mean having a good reputation is 
that important?

M: You’ve got it, smart girl. Be sure to 
remember that.

w: 아빠, 누군가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M: 그럼. 약속을 지키면 좋은 평판을 얻고, 또 그것은 네 

인격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단다.

w: 하지만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전에 약속을 어겨 본 적 없으세요?

M: 당연히 있지.

w: 그러면 아빠는 평판이 안 좋으시겠네요?

M: 하하.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어긴 약속들은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거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늘 정중히 사과드렸어.

w: 그렇군요.

M: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단다.

w: 좋은 평판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M: 맞았어, 똑똑한 내 딸. 그걸 꼭 명심하렴.

keep a promise 약속을 지키다   reputation 평판   

reveal 드러내다   personality 인격   break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due to ~ 때문에   unavoidable 불가피한   

circumstances 상황   apologize 사과하다   saying 속담   

leopard 표범   avoid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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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how the woman’s blind date 
was

②	how the woman’s partner 
looks

③	the weight of the woman’s 
partner

④	the reason why the woman 
thinks her partner will call 
her

⑤	the woman’s wish

① 여자의 소개팅이 어땠는지

② 여자의 소개팅 상대의 외모가 어떤지

③ 여자의 소개팅 상대의 몸무게

④ 여자가 소개팅한 사람이 자기에게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⑤ 여자의 소망

M: I haven’t seen you recently. How have you 
been?

W: I’ve been doing great. You?

M: I’ve been the same as usual. I heard you 
had a blind date. How was it?

W: It was awesome. He took my breath away.

M: Really? What does he look like?

W: He is about 180 centimeters tall. He is 
neither fat nor thin. He has double eyelids 
and a sharp nose. He looks like the actor 
Jang Donggun.

M: Are you serious? Did he ask you out again?

W: Not yet. But I’m sure he’s going to call me 
soon because he asked me for my cell 
phone number.

M: I hope you and he can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 Thank you. That’s exactly what I am wishing 
for.

M: 최근에 통 못 봤네. 어떻게 지냈어?

w: 잘 지냈어. 너는?

M: 여느 때랑 똑같지, 뭐. 너 소개팅 했다며. 

어땠어?

w: 정말 근사했어. 숨이 멎는 줄 알았어.

M: 정말? 어떻게 생겼는데?

w: 키는 180센티미터 정도야.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고. 쌍꺼풀과 오똑한 코를 가졌어. 

배우 장동건처럼 생겼어.

M: 정말이야? 그 사람이 다시 데이트 신청했니?

w: 아직. 하지만 분명히 내게 조만간 전화할 거야. 

왜냐하면 내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거든.

M: 너랑 그 사람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바래.

w: 고마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바야.

recently 최근에   blind date 소개팅   awesome 
아주 좋은   take one’s breath away 깜짝 놀라서 

숨이 막히다   neither ~ nor... ~도 아니고 …도 아닌   

double eyelid 쌍꺼풀   ask ~ out ~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   develop 발전시키다   relationship 관계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and woman live 
together.

②	The house does not look 
spacious.

③	The house has much room 
for storage.

④	The man will get rid of some 
books when he moves.

⑤	The man is not satisfied with 
the balcony.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산다.

② 집은 넓어 보이지 않는다.

③ 집은 수납 공간이 많이 있다.

④ 남자는 이사할 때 책을 몇 권 없앨 것이다.

⑤ 남자는 발코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W: Who is it?

M: I’m James Kim. We spoke on the phone 
earlier today.

W: Ah, yes. Please come in. Thanks for 
coming over so quickly.

M: No problem. I want to move as soon as 
possible, too.

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house? It’s 
really a good place to live in.

M: You don’t have a lot of furniture. Is that why 
this house looks so spacious?

W: Well, it has much built-in storage space 
here and there, so you can use the space 
more efficiently.

M: Oh, that’s good. I have many clothes to 
store. And I have so many books, which 
I’ve been collecting since I was young. It’s 
hard to get rid of books since I like reading 
them a lot.

W: You like to read books? Then you’ll love this 
balcony over here. It’s such a lovely place 
to read books, especially on sunny days.

M: Wow, it’s really nice. I like it.

w: 누구세요?

M: James Kim입니다. 우리 오늘 일찍 

통화했었죠.

w: 아,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빨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M: 뭘요. 저도 가급적 빨리 이사하고 싶거든요.

w: 집이 어떠세요?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M: 가구가 많이 없군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건가요?

w: 음, 여기저기 붙박이 수납 공간이 많이 있어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M: 오, 그거 좋군요. 저는 수납할 옷이 많아요. 또 

어릴 때부터 모아 온 책들도 아주 많고요. 책 

읽는 것을 많이 좋아해서 없애기가 쉽지 

않답니다.

w: 책 읽기를 좋아하세요? 그럼 여기 이 발코니가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책 읽기에 너무 멋진 

곳이죠. 특히 화창한 날에요.

M: 와, 정말 멋져요. 마음에 들어요.

furniture 가구   spacious 널찍한   built-in 
붙박이의   storage space 수납 공간   efficiently 
효율적으로   store 수납하다, 저장하다   collect 
모으다   get rid of ~을 없애다   especially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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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has not done much 
work on his history report.

②	The man started his work 
quite a while ago.

③	The man spent much time 
surfing the Internet.

④	The man feels very regretful 
about what he did.

⑤	The man is sure that he can 
get an extension.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남자는 역사 리포트를 많이 하지 못했다.

② 남자는 한참 전에 그의 숙제를 시작했다.

③ 남자는 인터넷 서핑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④ 남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매우 후회한다.

⑤ 남자는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W: Have you finished your history report 
yet, Will?

M: No, I haven’t. In fact, I don’t think I’m 
going to be able to finish it on time.

W: What happened? I thought you started 
it quite a while ago. I’ve seen you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very often. 
What have you been doing?

M: Well, I know I spent a lot of time in front 
of the computer. But all I was doing was 
surfing the Internet to do research.

W: Oh, my! You were wasting too much 
time just doing research.

M: Yes. I really regret doing that.

W: So what are you going to do?

M: I’m going to have to ask Professor 
Galler to give me an extension.

W: Well, don’t get your hopes up. I heard 
he’s pretty strict about deadlines.

M: Yeah, I know.

w: 역사 리포트 끝냈니, Will?

M: 아니. 실은 제때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w: 무슨 일이야? 난 네가 한참 전에 시작한 줄 알았는데. 

네가 꽤 자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그 

동안 뭘 한 거야?

M: 그게,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하고 있었던 건 모두 조사를 하느라 

인터넷 서핑을 한 거였어.

w: 오, 이런! 단지 조사만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M: 응. 그렇게 한 게 정말 후회스러워.

w: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M: Galler 교수님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해 

봐야지.

w: 음,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분은 마감 시간에 대해 꽤 

엄격하시다고 들었어.

M: 응, 알아.

quite a while ago 한참 전에   surf the internet 
인터넷을 서핑하다   waste 낭비하다   research 연구, 연구 

조사   regret 후회하다   extension (기간의) 연장   strict 
엄격한    deadline 마감 시간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ill not eat at the 
cafeteria anymore.

②	The woman will move out of 
the dormitory.

③	The man will ask his mom to 
cook for him.

④	The woman has complained 
about the cafeteria food 
before.

⑤	The man will take no action 
about the cafeteria food.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자는 구내식당에서 더는 먹지 않을 것이다.

② 여자는 기숙사에서 나갈 것이다.

③ 남자는 그의 엄마에게 요리를 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④ 여자는 전에 구내식당 음식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다.

⑤ 남자는 구내식당 음식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M: I hate waiting in long lines. No matter 
how quickly I come here, there are 
already so many people.

W: Yeah, but I would still be happy if the 
food were tasty. I miss the food my 
mom used to make for me.

M: Me, too. even though living in the dorm 
has many benefits, I can’t stand the 
food anymore.

W: So are you going to move out?

M: No. But I am going to complain about 
the cafeteria food to the school.

W: Don’t waste your time and energy. it’s 
not going to change things at all.

M: What makes you say that?

W: You will probably get a letter saying that 
they will try har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ood. I’ve gotten a similar letter 
myself, but nothing has changed.

M: But we still ought to keep trying.

W: Maybe you’re right.

M: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 아무리 빨리 여기 

와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w: 그래, 하지만 음식이 맛있으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겠는데. 엄마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그립다.

M: 나도. 기숙사에 사는 게 많은 이로움이 있긴 하지만, 

음식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

w: 그래서 나갈 거야?

M: 아니. 학교에 구내식당 음식에 대해 항의할 거야.

w: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M: 왜 그런 말을 하니?

w: 아마 넌 그들이 음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편지를 받을 거야. 내가 직접 비슷한 

편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M: 하지만 그래도 우린 계속 노력해야 해.

w: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tasty 맛있는   dorm (= 

dormitory) 기숙사   benefit 이로움   stand 참다   

complain 항의하다   cafeteria 구내식당   improve 
개선하다   quality 질   similar 비슷한   ought to ~해야 

한다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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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6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don’t like our professor. His 
lectures are boring.

②	I will probably find a job in a 
marketing position.

③	I am going to wear this suit at 
graduation.

④	I want to study more and 
become a professor, too.

⑤	I will drop by the bookstore 
on my way home today.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우리 교수님이 싫어. 그분 강의는 지루해.

② 마케팅 쪽에서 직업을 찾을 것 같아.

③ 졸업식에 이 정장을 입을 거야.

④ 나도 더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어.

⑤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점에 들를 거야.

W: Wow. Time really flies. Can you believe 
that we’re going to graduate next year?

M: Yeah, totally. Do you know what you 
want to do after you graduate?

W: My parents want me to work for my 
dad’s company.

M: Really? What company is that?

W: It’s a small publishing company. But I 
want to go abroad to study some more.

M: Continue studying? I’m sick and tired of 
studying now. Aren’t you?

W: I want to get another degree and 
hopefully become a professor in the 
future.

M: I didn’t know you want to be a 
professor.

W: I think it would be fun teaching students 
and continuing studying. How about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graduation?

w: 와. 시간 정말 빠르다. 우리가 내년에 졸업한다는 게 

믿어지니?

M: 정말 그러네. 너는 네가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은지 

알아?

w: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셔.

M: 정말? 무슨 회사인데?

w: 작은 출판사야. 하지만 나는 해외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M: 공부를 계속한다고? 나는 이제 공부에 넌더리 나는데. 

넌 그렇지 않니?

w: 나는 학위를 하나 더 받아서, 바라건대 미래에 교수가 

되고 싶어.

M: 네가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지는 몰랐어.

w: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속 공부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넌 어때? 졸업 후에 뭘 할 거니?

graduate 졸업하다   publishing company 출판사   

continue 계속하다   sick and tired of ~에 넌더리 나는   

degree 학위   hopefully 바라건대   professor 교수   

graduation 졸업   drop by ~에 들르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have seen each other.

②	Let’s split the bill this time.
③	What would you say to 

getting back together again?
④	Lunch is on me this time.
⑤	Let’s get together on a regular 

basis.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서로 본 지 오래됐잖아.

② 이번에는 각자 내자.

③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어때?

④ 이번에는 내가 점심 살게.

⑤ 정기적으로 만나자.

W: Amy comes across her friend Chris on 
her way home.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they have seen each other. They 
haven’t had lunch yet, so they decide to 
eat together and go to a nearby 
restaurant. They have a good meal and 
catch up on each other’s lives while 
they eat. After they finish eating, Amy 
stands up and walks to the counter. But 
Chris thinks that he should treat her this 
time because she has bought meals for 
him many times before. So he catches 
up with her and tries to tell her that he 
wants to pay the bill this tim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Chris say to Amy?

w: Amy는 집에 가는 길에 그녀의 친구 Chris를 우연히 

마주친다. 그들은 서로 본 지 꽤 오래되었다. 그들은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아서 함께 먹기로 하고 근처의 

음식점으로 간다.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먹는 

동안 서로의 생활에 대해 소식을 나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 Amy는 일어서서 카운터로 걸어간다. 

하지만 Chris는 이번에는 자기가 그녀를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전에 그에게 여러 

번 식사를 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따라가 

이번에는 자기가 계산을 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Chris가 Amy에게 할 말은?

come across ~을 우연히 마주치다   quite a while 꽤 

오랫동안   nearby 가까운, 근처의   meal 식사   catch up 
on (소식을) 알아내다   treat 대접하다   catch up with ~을 

따라잡다   pay the bill 청구서를 계산하다   split the bill 
계산을 각자 하다   get together 만나다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130

당나귀Listening_Level 3_정답해설.indd   130 2011-03-18   오후 7:13:22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letter the man 
received

②	the woman’s mistake
③	their boss Mr. Williams
④	the woman’s heavy 

workload
⑤	the man’s schedule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남자가 받은 편지

② 여자의 실수

③ 그들의 상사 Mr. Williams

④ 여자의 과중한 업무량

⑤ 남자의 일정

M: Joan, would you come here and take a look at 
this letter, please?

W: Sure. Did I make some mistakes in it?

M: Well, did you really mean to send this letter to Mr. 
Williams?

W: Let me take a look. Oh, goodness. I don’t know 
why I put his name there. That would have been 
a huge mistake if we had sent it out that way.

M: It sure would have been. This letter is definitely 
not for him.

W: I’ll change that right now and show it to you 
when I’m done. I am sorry.

M: Okay. it seems like you haven’t been yourself 
recently. Is something wrong?

W: No. Not really. I am sorry. i will try to be extra 
careful from now on.

M: Joan, 여기 와서 이 편지 좀 볼래요?

w: 네. 제가 편지에 실수라도 했나요?

M: 음, 정말 이 편지를 Mr. Williams에게 보내려고 

한 겁니까?

w: 한번 볼게요. 오, 이런. 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거기에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발송했다면 

큰 실수가 됐을 거예요.

M: 당연히 그랬겠죠. 이 편지는 분명 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w: 지금 당장 그걸 수정하고, 끝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 알겠어요. 요즘 정신이 좀 없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습니까?

w: 아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ake a look at ~을 보다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   huge 엄청난   send ~ out ~을 보내다, 

발송하다   definitely 분명히   extra 추가의   from 
now on 지금부터   workload 업무량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the scorpion and its body
②	where scorpions take shelter
③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scorpions
④	various aspects of scorpions
⑤	some insects that are harmful to scorpions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전갈과 그것의 몸

② 전갈이 피신하는 곳

③ 암컷과 수컷 전갈의 차이

④ 전갈의 이모저모

⑤ 전갈에게 해로운 곤충들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A scorpion has eight legs.
②	A scorpion has large fingerlike pincers.
③	A scorpion has a tail that contains poison.
④	A scorpion may destroy fields of grain.
⑤	A scorpion’s sting is not often deadly.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갈은 여덟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② 전갈은 손가락 같은 커다란 집게발을 갖고 있다.

③ 전갈은 독이 들어 있는 꼬리가 있다.

④ 전갈은 논밭을 파괴할 수도 있다.

⑤ 전갈의 침은 보통 치명적이지 않다.

M: The scorpion is a fierce-looking creature whose body is 
supported by eight legs. even though it has many eyes, it is 
almost blind. It has large fingerlike pincers. The scorpion 
uses these pincers to seize and crush its prey. It also has a 
jointed tail that can be used in case its pincers are not 
effective. Its tail is known to be poisonous. Although it is 
regarded as a sinister insect, the scorpion can be helpful 
since it often devours a variety of destructive insects that 
destroy crops in their fields. Also, there is little danger of 
serious injury if a person is stung by a scorp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erson may experience a lot of pain for a few 
days.

M: 전갈은 사나워 보이는 생물로, 그 몸은 여덟 개의 다리로 지탱된다. 전갈은 많은 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장님이다. 전갈은 손가락 같은 커다란 집게발을 갖고 있다. 전갈은 이 

집게발을 사용해서 먹이를 붙잡고 으스러뜨린다. 전갈은 또한 집게발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관절로 된 꼬리를 갖고 있다. 그 꼬리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갈은 

사악한 곤충으로 여겨지지만, 들판의 농작물을 해치는 다양한 파괴적인 곤충들을 종종 게걸스레 

먹어 치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이 전갈에게 쏘이면, 며칠 동안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은 거의 없다.

scorpion전갈   fierce-looking 사나워 보이는   creature 생물   blind 장님의   pincer 집게발   seize 
붙잡다   crush 으스러뜨리다   prey 먹이   jointed 마디[관절]로 된   tail 꼬리   in case ~할 경우를 

대비해서   effective 효과적인   poisonous 독성이 있는   be regarded as ~로 간주되다   sinister 
사악한, 해로운   insect 곤충   devour 게걸스레 먹다   destructive 파괴적인   destroy 파괴하다   

crop 농작물   danger 위험   injury 부상   be stung by ~에 쏘이다   despite ~에도 불구하고   

experience 겪다   pain 고통   take shelter 피하다   various aspect 다양한 면   harmful 해로운   

poison 독   sting (곤충의) 침   deadly 치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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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사기로 한 워터볼을 

고르시오.

M: shall we stop by the souvenir shop?

W: That’s a good idea. We have to buy a 
gift for Timmy.

M: What do you want to buy? We need to 
buy something that represents Paris.

W: Right. What about these waterballs? 
Aren’t they pretty?

M: Oh, I like them.

W: Look at this with the gray eiffel Tower 
inside.

M: It’s nice. But the word “Paris” isn’t 
carved on the base. What about this 
one with the Triumphal Arch inside?

W: It’s not bad. But don’t you think the 
tower represents Paris more than the 
arch?

M: You’re righ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old eiffel Tower engraved with the 
word “Paris”?

W: Wow! That’s perfect. And the Triumphal 
Arch is also carved on the base.

M: 기념품 가게에 들를까?

w: 좋은 생각이야. Timmy에게 줄 선물을 사야 하니까.

M: 뭘 사고 싶어? 파리를 상징하는 것을 사야 해.

w: 맞아. 이 워터볼들은 어때? 예쁘지 않니?

M: 오, 마음에 들어.

w: 안에 회색 에펠탑이 들어 있는 이것 좀 봐.

M: 예쁘다. 그런데 ‘파리’ 글씨가 받침에 새겨져 있지 

않네. 안에 개선문이 들어 있는 이것은 어때?

w: 나쁘지 않구나. 그런데 에펠탑이 개선문보다는 파리를 

더 잘 나타내지 않을까?

M: 네 말이 맞아. ‘파리’ 글씨가 새겨져 있는 금색 

에펠탑은 어때?

w: 와! 완벽하다. 게다가 받침에 개선문도 새겨져 있어.

stop by ~에 들르다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   

represent 상징하다, 나타내다   the eiffel tower 에펠탑   

carve 조각하다, (글씨를) 새기다   the triumphal arch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engraved with ~을 새긴

02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ngry
②	indifferent
③	delighted
④	ashamed
⑤	frightened

① 화난

② 무관심한

③ 기쁜

④ 부끄러운

⑤ 두려워하는

W: Daniel, what are you doing?

M: I’m picking up some pieces of broken 
pottery.

W: What? Why?

M: While I was wiping the table, the dust 
cloth slipped from my hand.

W: Gosh! Are you okay? Do you need any 
help?

M: No, thanks. You might cut your finger 
on a piece of pottery.

W: Didn’t you say that was your dad’s most 
cherished possession?

M: Yeah, I did. I have no courage to tell him 
the truth. What should I do?

W: Come on now. don’t cry over spilt 
milk.

M: But, as you know, my dad will get really 
angry.

W: He’ll understand. You didn’t do it on 
purpose.

w: Daniel, 너 뭐 하고 있니?

M: 깨진 도자기 조각을 줍고 있어.

w: 뭐라고? 왜?

M: 테이블을 닦을 때 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졌어.

w: 세상에! 괜찮니? 도와줄까?

M: 아니야, 괜찮아. 도자기 조각에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어.

w: 그건 너의 아빠가 가장 아끼시는 소유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M: 그래, 맞아.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나. 어떡하지?

w: 진정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M: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엄청 화내실 거야.

w: 이해하실 거야.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pottery 도자기   wipe 닦다   dust cloth 걸레   slip 
미끄러지다   cherished 아끼는, 소중한   possession 
소유물   courage 용기   spilt 엎질러진   on purpose 
고의로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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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managers
②	an urgent meeting
③	the stock market
④	office hours
⑤	the Sales Department

① 관리자들

② 긴급 회의

③ 주식 시장

④ 근무 시간

⑤ 판매부

M: I think we should call a management 
meeting.

W: Why? What’s up? Are there any serious 
problems?

M: look at these figures! We’re barely 
making any sales at all. This is terrible.

W: Tell me about it. In my opinion, the 
overstocked items and slow sales 
caused those numbers.

M: That’s why we have to hold a meeting 
to establish some new measures.

W: I know what you mean. I think we can 
solve this problem by working together.

M: Yeah, we have to do that.

W: When do you want to have the 
meeting?

M: In 30 minutes? No. No. In an hour in my 
office would be better.

W: Okay. I’ll call the managers right now.

M: 간부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군요.

w: 왜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나요?

M: 이 수치들 좀 보세요!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심해요.

w: 그러게요. 제 의견으로는, 공급과잉 품목과 부진한 

판매가 그런 수치의 원인인 것 같아요.

M: 그래서 새로운 조치들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w: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함께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M: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w: 회의를 언제 열고 싶으세요?

M: 30분 후? 아니. 아니. 한 시간 후에 내 사무실에서 

하는 게 낫겠군요.

w: 네. 지금 바로 관리자들을 소집할게요.

management meeting 간부 회의   figure 수치   barely 
거의 ~ 아니게   opinion 의견   overstocked 공급과잉의   

hold 열다, 개최하다   establish 수립하다   measure 조치   

manager 관리자

0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제 참석한 파티가 

끝난 시각을 고르시오.

①	1:00 a.m.
②	1:30 a.m.
③	2:00 a.m.
④	2:30 a.m.
⑤	3:00 a.m.

① 새벽 1시

② 새벽 1시 30분

③ 새벽 2시

④ 새벽 2시 30분

⑤ 새벽 3시

W: Gilbert, where were you last night?

M: I went to Sam’s farewell party. Why?

W: Your mom called me at 1 a.m. i got the 
feeling that she was bent out of 
shape.

M: Oh, I’m sorry. My cellular phone’s 
battery was dead.

W: You could have borrowed someone’s 
phone. By the way, is Sam going 
somewhere?

M: Didn’t you know that he is going to the 
States to study management?

W: No, I didn’t. I should say goodbye to 
him. Anyway, what time did you get 
home?

M: Uh, 3 this morning.

W: What time did the party finish?

M: About an hour and a half before I got 
home. We went to a convenience store 
to drink some canned coffee right after 
the party. So we spent about 30 
minutes there.

w: Gilbert,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니?

M: Sam의 송별 파티에 갔었어. 왜?

w: 너의 엄마가 새벽 1시에 내게 전화하셨어. 무척 

화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M: 오, 미안해.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거든.

w: 다른 사람의 전화기라도 빌릴 수 있었잖아. 그런데 

Sam이 어디 가니?

M: 경영 공부하러 미국에 가는 거 몰랐어?

w: 응, 몰랐어. 걔한테 작별 인사 해야겠구나. 어쨌든, 너 

집에 몇 시에 도착했어?

M: 어, 새벽 3시에.

w: 파티는 몇 시에 끝났는데?

M: 집에 도착하기 1시간 30분 전쯤에. 우리는 파티가 

끝나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마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 30분 정도 보냈지.

farewell party 송별회   get the feeling that ~라는 

느낌이 들다   bent out of shape 몹시 화난   

management 경영   convenience store 편의점   

canned 깡통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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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7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실망한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she accepted her 
boyfriend’s marriage 
proposal

②	because she declined her 
boyfriend’s marriage 
proposal

③	because she bought some 
expensive gifts

④	because she is concerned 
about whether a gem is real 
or not

⑤	because she lost her diamond 
ring

① 여자가 남자 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② 여자가 남자 친구의 청혼을 거절해서

③ 여자가 비싼 선물을 사서

④ 여자가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서

⑤ 여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려서

M: What happened to you? You look angry.

W: Yes, I am. I got this ring from my 
boyfriend.

M: He proposed to you, didn’t he?

W: Yes. He did that a week ago.

M: Congratulations! Then you must be 
happy. What’s the matter with you?

W: I thought this was a real diamond ring, 
but it isn’t. It’s a fake.

M: I see. Well,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Remember that it’s not the imitation ring 
that counts; it’s what’s inside of your 
boyfriend that is important.

W: I’m trying to think that way, but it’s not 
easy.

M: Well, I didn’t know that expensive gifts 
were so important to you. I’m 
disappointed with you.

M: 무슨 일이야? 화난 것 같은데.

w: 응. 남자 친구에게 이 반지를 받았어.

M: 그가 네게 청혼했구나, 그렇지?

w: 응. 일주일 전에 그랬어.

M: 축하해! 그럼 행복해해야지. 뭐가 문제야?

w: 나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모조품이야.

M: 그렇구나. 음, 빛난다고 모두 금은 아니지. 하지만 

모조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남자 친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w: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M: 음, 나는 비싼 선물이 네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 네게 실망이야.

propose 청혼하다   congratulations! 축하해!   real 
진짜의   fake 가짜의; 모조품   glitter 반짝이다   imitation 
모조품   count 중요하다   disappointed with ~에게 

실망한   accept 받아들이다   marriage proposal 청혼   

decline 거절하다   gem 보석

06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시오.

①	swap seats with her
②	buy her a down jacket
③	sit comfortably
④	find some other seats
⑤	ask the man in front of her to 

get down a little

① 그녀와 자리 바꾸기

② 그녀에게 오리털 재킷 사 주기

③ 편하게 앉기

④ 다른 좌석 찾아보기

⑤ 그녀 앞자리의 남자에게 몸을 약간 숙여 달라고 

부탁하기

W: eric, are these our seats?

M: Yeah. Our seats are F3 and F4.

W: All right. I’ll sit in F3, and you sit in F4.

M: Okay.

W: Oh, no. Do I have to tell the guy in front 
of me to duck down a little? I can’t see 
the screen very well because of him.

M: Can’t you? That’s terrible.

W: He’s quite tall, and he’s wearing a cap. 
it is blocking my view.

M: Why don’t we switch seats? I’ll sit in 
your seat, and you sit in mine.

W: That’s very kind of you, but you’ll be 
uncomfortable, too. Can you just ask 
him to duck a little?

M: Sure. I’ll tell him that.

W: Thank you.

w: Eric, 여기가 우리 좌석이니?

M: 응. 우리 좌석은 F3과 F4야.

w: 알았어. 내가 F3에 앉을 테니, 네가 F4에 앉아.

M: 그래.

w: 오, 이런. 내 앞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조금 숙여 

달라고 말해야 할까? 저 사람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여.

M: 안 보여? 그거 문제구나.

w: 저 사람 키가 꽤 크고 모자를 쓰고 있잖아. 그게 내 

시야를 가려.

M: 우리 자리를 바꾸는 게 어때? 내가 네 자리에 앉을 

테니, 네가 내 자리에 앉아.

w: 호의는 고맙지만 너도 불편할 거야. 그냥 저 사람한테 

머리 좀 숙여 달라고 해 줄래?

M: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할게.

w: 고마워.

duck down 머리[몸]을 숙이다   block one’s view 시야를 

가리다   switch seats 자리를 바꾸다   uncomfortable 
불편한   swap 바꾸다   down jacket 오리털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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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school
②	an office
③	a restaurant
④	a flower shop
⑤	a clothing store

① 학교

② 사무실

③ 식당

④ 꽃 가게

⑤ 옷 가게

M: Have you decided what you’re going to 
buy Julie for her birthday?

W: Not yet. Have you?

M: Sure. I bought some potted artificial 
roses.

W: Wow! They must be beautiful. She loves 
flowers. can you recommend a good 
present for me to get her?

M: I heard that the store JJ on 5th Avenue 
is having a sale. It has lots of pretty 
sweaters for sale.

W: Oh, really? Thanks for the 
information. I’ll go there when the 
meeting is over.

M: That’s a good idea. Do you want me to 
go with you?

W: Can you? That’s very kind of you. By 
the way, let’s order something to eat 
first and then talk about Julie’s present 
again later.

M: You’re right. Lunchtime is going to be 
over soon.

M: Julie에게 생일 선물로 뭘 사 줄지 결정했니?

w: 아니, 아직. 너는 결정했어?

M: 응. 화분에 심은 조화 장미를 샀지.

w: 와! 아름답겠다. 그녀는 꽃을 아주 좋아하잖아. 내가 

그녀에게 사 줄 좋은 선물 하나 추천해 줄래?

M: 5번가에 있는 JJ 상점이 세일 중이라고 들었어. 

거기에 예쁜 스웨터들이 많이 판매되거든.

w: 오, 정말? 정보 고마워. 회의 끝나면 거기 가 

봐야겠다.

M: 그게 좋겠네. 같이 가 줄까?

w: 그래 줄 수 있어?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일단 먹을 

거부터 주문하고, Julie의 선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M: 그래. 곧 점심시간 끝나겠다.

potted 화분에 심은   artificial 인공의   recommend 
추천하다   avenue 거리, –가   information 정보   order 
주문하다   be over 끝나다

08 대화를 듣고, 빨간 버튼의 용도를 

고르시오.

①	the self–timer
②	the flash
③	the power
④	the beep
⑤	the zoom function

① 자동 셔터

② 플래시

③ 전원

④ 삐 소리

⑤ 줌 기능

W: Shall we take a picture with my new 
digital camera?

M: Why not? Do you have a tripod?

W: No. I’ll take it by myself.

M: By yourself?

W: Yeah. Sit close to me and smile.

M: Okay. This should be fun.

W: Oh. My arm is shaking. I can’t press this 
big button to zoom in. i really wish my 
arms were longer.

M: Ha ha. Taking pictures like this only 
works with cell phones. Let’s use the 
self-timer.

W: I guess we have no choice. Please 
press the red button and come back 
here.

M: What is that for? Is it the power button?

W: No. It’s for the self-timer. Oh, there’s a 
beeping sound and a blinking light. Get 
into position. We’ve got 7 seconds.

M: Okay.

w: 새로 산 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을래?

M: 좋아. 삼각대 있어?

w: 아니. 내가 찍으려고.

M: 너 혼자서?

w: 응. 내 옆에 가까이 앉아서 웃어 봐.

M: 좋아. 이거 재미있겠다.

w: 오. 팔이 흔들려. 줌 인 하는 이 큰 버튼을 누를 수가 

없네. 내 팔이 더 길었으면 정말 좋겠어.

M: 하하.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건 핸드폰으로 할 때만 

돼. 자동 셔터를 사용하자.

w: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빨간 버튼을 누르고 

여기로 다시 와.

M: 그게 뭐 하는 건데? 전원 버튼이야?

w: 아니. 자동 셔터 버튼이야. 오, 삐 소리가 나고 불도 

깜빡이네. 포즈를 취해. 7초 남았다.

M: 알았어.

take a picture 사진 찍다   tripod 삼각대   by oneself 
혼자, 스스로   shake 흔들리다   zoom in  줌 렌즈로 

확대하다   self-timer 자동 셔터   choice 선택   beeping 
sound 삐 소리   blinking 깜빡이는   get into position 
포즈를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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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7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면접 질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attraction of the company
②	the woman’s good and bad 

points
③	the woman’s working style
④	the woman’s expected 

working period
⑤	the reason why the woman 

wants a new job

① 회사의 매력

② 여자의 장단점

③ 여자의 일하는 방식

④ 여자의 예상 근로 기간

⑤ 여자가 새 직업을 원하는 이유

M: Good morning, Ms. Lee. You’re here 
early.

W: Good morning. I wanted to catch my 
breath before my interview.

M: That’s good. I looked at your resume 
and thought it was rather fascinating. 
so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First, why are you looking for a new 
job?

W: My previous job wasn’t going to enable 
me to achieve my goals.

M: Okay. What interests you the most 
about this job?

W: I’m sure that this is a place where I can 
use my enthusiasm and knowledge.

M: What are your weak and strong points?

W: I sometimes have too much passion.

M: How long will you stay with us?

W: As long as I can contribute to the 
company’s development.

M: All right. i’ll contact you soon.

M: 안녕하세요, Ms. Lee. 일찍 오셨군요.

w: 안녕하세요. 면접 보기 전에 숨을 가다듬고 싶어서요.

M: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 이력서를 봤는데 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왜 새 직업을 찾고 계시죠?

w: 이전 직업에서는 저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M: 그렇군요. 이 일에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습니까?

w: 이곳은 제 열정과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M: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w: 제가 때로는 너무 열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M: 얼마 동안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실 겁니까?

w: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이요.

M: 좋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catch one’s breath 한숨 돌리다   resume 이력서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previous 이전의   enable 
~ to... ~가 …할 수 있게 하다   achieve 성취하다   

enthusiasm 열정   knowledge 지식   passion 열정   as 
long as ~하는 한   contribute 공헌하다   development 
발전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is proud of his 
scores this semester.

②	The woman entered a 
marketing contest.

③	The man will receive a 
scholarship this semester.

④	The man won a marketing 
contest.

⑤	The marketing professor is 
famous for giving out bad 
grades.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이번 학기 그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한다.

② 여자는 마케팅 대회에 참가했다.

③ 남자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

④ 남자는 마케팅 대회에서 입상했다.

⑤ 마케팅 교수는 나쁜 학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M: How did you do this semester? Do you 
think you will be able to receive a 
scholarship?

W: I think so. I am a little bit worried about 
my Chinese class. But I think I did okay 
on the final, so, hopefully, I won’t fail the 
class.

M: I don’t think you will.

W: Thanks. What about you? How did you 
do this semester?

M: I don’t think I will be very proud of my 
grades this semester. I did no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for my finals 
since I spent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marketing contest, which I didn’t 
win, so now I am worried about my 
marketing grade. How funny is that?

W: I heard that the marketing class 
professor is well known for giving out 
F’s.

M: i didn’t know that! Now you’ve made 
me even more worried than I was 
before.

M: 이번 학기 어땠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w: 그럴 것 같아. 중국어 수업이 좀 걱정되긴 해. 하지만 

기말고사를 괜찮게 본 것 같아서, 바라건대 

낙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

M: 넌 낙제하지 않을 거야.

w: 고마워. 넌 어땠어? 이번 학기 어떻게 했어?

M: 이번 학기에는 내 학점이 별로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아. 입상하지도 못한 마케팅 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서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점수가 걱정 돼. 

얼마나 우습니?

w: 마케팅 수업 교수님은 F를 잘 주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들었어.

M: 나는 그거 몰랐는데! 이제 너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걱정된다.

semester 학기   scholarship 장학금   final 기말고사   

fail 낙제하다   grade 학점, 점수   contest 대회   

professor 교수   well known for ~으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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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Alex is going to leave next 
week.

②	The woman and man will 
throw a party.

③	The man is good at 
planning parties.

④	The man will make a 
reservation at a restaurant.

⑤	The man will invite his 
classmates to the party.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Alex는 다음 주에 떠날 것이다.

② 여자와 남자는 파티를 열 것이다.

③ 남자는 파티를 계획하는 것을 잘한다.

④ 남자는 식당에 예약을 할 것이다.

⑤ 남자는 그의 학급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할 

것이다.

W: You know that Alex is leaving for england 
next week, right?

M: He’s going next week? i have lost track of 
time these days.

W: Don’t you think we should throw him a 
farewell party?

M: We should, but I am not really good at 
planning parties. In fact, i’ve never done 
that before.

W: Don’t worry. I will do the planning and 
organizing, and you can be in charge of 
contacting people and making reservations.

M: Sure. I can do that. Where do you want me 
to make a reservation and at what time?

W: I know Alex likes spaghetti. So why don’t we 
get together on Saturday night at Spaghetti 
Palace?

M: That sounds good. And who should I 
contact?

W: Some of our classmates will do. Find out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show up first, 
and then you can make the reservation.

w: Alex가 다음 주에 영국으로 떠나는 거 알고 있지?

M: 다음 주에 간다고? 요즘 시간 가는 줄 몰라서.

w: 걔한테 송별회를 열어 줘야 하지 않을까?

M: 그래야 하는데, 나는 파티를 계획하는 것을 

정말로 잘 못해. 사실 전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w: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 세우고 준비할 테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예약하는 것을 맡으면 

돼.

M: 응. 그건 할 수 있지. 어디에 예약하면 좋을까, 

그리고 몇 시에 할까?

w: Alex가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Spaghetti Palace에서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게 어떠니?

M: 좋은 생각이야. 그럼 누구한테 연락할까?

w: 우리 반 친구들 몇 명이면 될 거야. 먼저 몇 명이나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 예약하면 돼지.

lose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모르다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organize 준비하다   in charge of 
~을 담당하는   contact 연락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get together 모이다   show 
up 나타나다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will not have a 
presentation today.

②	The man’s teacher does not 
like the man at all.

③	The woman is a computer 
expert.

④	The woman will bring the 
USB to the man’s school.

⑤	The man made a similar 
mistake before.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자는 오늘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② 남자의 선생님은 남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③ 여자는 컴퓨터 전문가이다.

④ 여자는 남자의 학교로 USB를 가지고 갈 

것이다.

⑤ 남자는 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다.

M: Hello, Mom? This is Jake.

W: What’s the matter?

M: You know I have a team presentation this 
afternoon. I forgot to bring my USB, which 
has all of our work on it. Can you bring it to 
me later in the day?

W: I am busy this afternoon. Why don’t you tell 
your teacher what happened?

M: i already told him, but he said our team 
would get a lower grade if we postpone our 
presentation.

W: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This 
is the third time this month that you’ve done 
something like this.

M: Yes, I know. Oh, how about sending me the 
file by email then?

W: You know I am not good with computers.

M: It’s not really hard. I’ll tell you what to do 
over the phone. Can you go to my room and 
find the USB first?

W: Okay. I can do that.

M: 여보세요, 엄마? 저 Jake예요.

w: 무슨 일이니?

M: 제가 오늘 오후에 팀 발표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작업물이 들어 있는 제 USB 

가져오는 걸 깜박했어요. 있다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w: 오늘 오후에는 바빠.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어떠니?

M: 벌써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발표를 연기하면 우리 

팀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w: 좀 더 주의했어야지. 네가 이런 식으로 한 게 이번 

달에만 세 번째잖아.

M: 네, 알아요. 아, 그럼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는 게 어때요?

w: 내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거 알잖니.

M: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화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방에 가셔서 USB를 찾아 

주시겠어요?

w: 알았다. 그러마.

presentation 발표   lower 더 낮은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expert 전문가   similar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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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7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Who says you are a genius?
②	Why are you pushing me to 

become a doctor?
③	How did you know I got bad 

grades?
④	Thanks. You have really 

cheered me up.
⑤	Do you know the 

consequences of your 
behavior?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가 너한테 천재라고 하니?

② 왜 나한테 의사가 되라고 다그치는 거야?

③ 내가 나쁜 성적을 받은 거 어떻게 알았어?

④ 고마워. 너 때문에 정말 기운이 난다.

⑤ 너는 네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니?

W: I heard you are applying to some 
medical schools. Good for you.

M: Thanks. But i am still considering 
doing that.

W: Why? I thought you always wanted to 
become a doctor.

M: I know. It would be great if I get 
accepted, but I don’t know if I can 
handle all of the studying. What if I have 
to quit in the middle of the program?

W: Now, you can’t be afraid of quitting 
even before you start. I am sure that 
you are smart enough, so you will do 
just fine.

M: I know that I shouldn’t chicken out 
before I start. But lately my grades 
haven’t been too great.

W: You were especially busy this semester. 
It’s no wonder your scores dropped a 
little. But still, with that schedule, only a 
hardworking genius like yourself could 
have gotten the scores that you did.

w: 네가 의대에 지원한다고 들었어. 잘됐다.

M: 고마워.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할까 고민 중이야.

w: 왜? 난 네가 항상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M: 알아. 합격한다면 좋겠지만, 내가 그 모든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의대 가서 공부하다 

그만두게 되면 어쩌지?

w: 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둘 걱정부터 하면 안 되지. 

넌 충분히 똑똑하니까 분명 잘할 거야.

M: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고 그만두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최근에 내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w: 너는 이번 학기에 특별히 바빴잖아. 점수가 조금 

떨어졌대도 놀랄 일은 아니지. 그래도 그런 

스케줄에서는 오직 너같이 열심히 하는 천재들이나 

네가 받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야.

apply to ~에 지원하다   medical school 의대   get 
accepted 입학 허가를 받다   handle 다루다, 감당하다   

quit 그만두다   chicken out 겁을 먹고 그만두다   drop 
떨어지다   hardworking 열심히 하는   genius 천재   

consequence 결과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Who gave you the right to 
turn off my alarm clock?

②	I’ll try to make it louder. I’m 
sorry.

③	Hey! I managed to sell three 
cars this month!

④	Can you please buy me an 
alarm clock?

⑤	I wish I had three cars.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가 너한테 내 자명종을 끄라고 했어?

② 더 큰 소리가 나게 할게. 미안해.

③ 이봐! 이번 달에 차를 세 대나 팔았어!

④ 나한테 자명종을 사 줄 수 있어?

⑤ 차 세대가 있으면 좋겠어.

W: James works as a car salesman in 
Seoul, South Korea. He does not have a 
fixed schedule, and he works by 
scheduling appointments with his 
clients. One day, he had an 
appointment with an important client 
who was willing to buy more than three 
cars at once. James was barely 
managing to sell one car a month, so he 
thought that he had a golden 
opportunity. He decided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since his meeting 
was scheduled for 9 a.m. However, 
when he woke up, he realized that it 
was 10 a.m. and that his sister had 
turned off his alarm clock because it 
was too loud.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he say?

w: James는 한국의 서울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한다. 그는 고정된 스케줄이 없고, 그의 고객들과 

만날 약속을 잡아서 일한다. 어느 날 그는 한꺼번에 

차를 세 대 이상 구입하려고 하는 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잡혔다. James는 한 달에 한 대 정도 간신히 

팔고 있었으므로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팅이 오전 9시로 잡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보니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그의 여동생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의 자명종을 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말은?

fixed 고정된   appointment 약속   client 고객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manage to 간신히 ~해내다   

opportunity 기회   be scheduled for ~로 예정되어 있다   

turn off 끄다   loud 시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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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he homework 
assignment

②	the professor’s 
comments

③	the teaching assistant’s 
work

④	the kinds of courses the 
man wants to take

⑤	the man’s idea of 
working late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숙제

② 교수의 평가

③ 조교의 업무

④ 남자가 듣고 싶어 하는 강의의 종류

⑤ 야근할까 하는 남자의 생각

W: Hey, Michael! Have you done your homework? 
I’m still doing the web quiz, but I have no idea 
when I’ll start doing my written homework.

M: What written homework are you talking about? 
We weren’t assigned any. Are you sure that we 
have some written homework to do?

W: I am sure the teacher gave us written homework 
for our group to do.

M: So are you saying that we are being given 
different assignments but are being graded the 
same way? That’s just wrong.

W: Do you really think so?

M: Maybe I need to go to the teacher and ask him 
what is going on.

W: Why don’t you go to see the TA first and speak 
with him?

w: 얘, Michael! 숙제 다 했니? 나는 여전히 웹 

퀴즈를 하고 있어서, 언제 쓰기 숙제를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어.

M: 무슨 쓰기 숙제를 말하는 거야? 숙제 하라고 한 

거 없는데. 우리가 쓰기 숙제가 있는 게 확실해?

w: 선생님께서 우리 그룹에 쓰기 숙제를 내주신 건 

확실해.

M: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숙제를 부여받고, 

평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받는다는 거니? 그건 

불공정해.

w: 정말 그렇게 생각해?

M: 선생님께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봐야 할 것 

같아.

w: 먼저 조교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보는 건 어떠니?

assign 부과하다   assignment 과제   grade 성적을 

매기다   ta (= teaching assistant) 조교   

comment 논평, 지적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what killed all of the dinosaurs
②	the proof of the dinosaurs’ existence
③	how scientists make skeletons
④	where to find dinosaur fossils
⑤	what people can learn from dinosaurs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모든 공룡들을 죽인 것

② 공룡의 존재에 대한 증거

③ 과학자들이 해골을 만드는 법

④ 공룡 화석을 찾는 곳

⑤ 사람들이 공룡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seen live dinosaurs.
②	The dinosaurs all died out about 65 million years ago.
③	The age of dinosaurs is called the Mesozoic Era.
④	We can find dinosaur fossils all around the world.
⑤	The skeletons of dinosaurs help us imagine how they used 

to look.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살아 있는 공룡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다.

② 공룡은 모두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

③ 공룡의 시대는 중생대라고 불린다.

④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룡 화석을 찾을 수 있다.

⑤ 공룡의 뼈대는 우리가 공룡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상상하는 것을 돕는다.

M: Nearly everyone has heard of dinosaurs even though 
no one has ever seen one. Scientists believe that the 
dinosaurs died out about 65 million years ago. Before 
that, they are thought to have lived on the earth for 
around 150 million years. Scientists call this age the 
Mesozoic era. Anyway, how do we know that 
dinosaurs once existed and became extinct even 
though no one has ever seen one? We know that 
dinosaurs once existed because of the fossil remains 
found around the world. We see how scientists put 
together the bones and teeth of dinosaurs to make 
skeletons when we visit various museums of natural 
history. We can imagine what the dinosaurs once 
looked like by looking at the skeletons.

M: 공룡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 들어 보았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는 약 

1억5000만 년 동안 지구 상에 살았다고 여겨진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생대라고 부른다. 어쨌든 아무도 공룡을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공룡들이 

한때 존재했었고 멸종했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는 공룡들이 한때 존재했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 잔해 때문에 안다. 우리는 다양한 자연사 박물관에 다닐 

때 과학자들이 공룡들의 뼈와 이빨을 짜맞추어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본다. 

우리는 이 뼈대를 보고 공룡들이 한때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다.

dinosaur 공룡   die out 멸종되다   Mesozoic era 중생대   exist 존재하다   extinct 
멸종된   fossil 화석   remains (죽은 사람이나 동물 등의) 유해   put together 조립하다, 

짜맞추다   bone 뼈   skeleton 뼈대, 골격, 해골   various 다양한   natural history 
자연사   imagine 상상하다   existence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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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1 대화를 듣고, 남자가 발렌타인데이에 여자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시오.

M: Have you decided what you’re going to 
buy for your boyfriend on valentine’s Day?

W: Sure. I’m going to make a big heart-
shaped white chocolate.

M: Wow! can you tell me how to do that?

W: Why not?

M: But my girlfriend prefers milk chocolate.

W: You can make that, too.

M: Really? How nice! I also want to get her 
something memorable.

W: like what?

M: I was thinking about making a card with a 
star on it.

W: A star? Are you going to tell her that she is 
your star?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M: But it’s true. Ha ha. Please let me know 
when you make the chocolate. I want to 
make one for my girlfriend together with 
you.

W: Don’t worry. I’ll let you know.

M: 너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친구에게 무엇을 사 줄지 

결정했니?

w: 응. 커다란 하트 모양의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 

거야.

M: 와!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 줄 수 있어?

w: 물론이지.

M: 그런데 내 여자 친구는 밀크 초콜릿을 더 

좋아하거든.

w: 그것도 만들 수 있어.

M: 정말? 잘됐다! 나는 또 그녀한테 뭔가 잊지 못할 

것도 해 주고 싶어.

w: 예를 들면?

M: 별이 그려진 카드를 만들까 생각 중이야.

w: 별? 그녀가 너의 별이라고 말하려고? 낯 

간지럽지도 않니? (창피한 줄 알아.)

M: 하지만 사실인걸. 하하. 초콜릿 만들 때 알려 줘. 

너랑 같이 여자 친구에게 줄 것을 만들고 싶어.

w: 걱정 마. 알려 줄게.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   heart-shaped 하트 

모양의   memorable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be 
ashamed of oneself 부끄러워하다, 창피해하다

0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fraid
②	delighted
③	annoyed
④	doubtful
⑤	disappointed

① 두려운

② 기쁜

③ 짜증 난

④ 의심스러운

⑤ 실망한

(Ding-dong, ding-dong)

W: Who’s there?

M: Please open the door. You have a delivery.

W: At this time of day? I’m not expecting any 
packages.

M: Aren’t you Gloria Park?

W: Yes, I am. But you must be mistaken.

M: If you don’t open the door, you might 
regret not seeing me.

W: What are you talking about? Go away. If 
you don’t leave, I’m going to call 119.

M: Don’t be frightened, Gloria. Don’t you 
recognize my voice? It’s me, Terry, your 
brother.

W: Oh, Terry, come in. I missed you so much. 
Didn’t you say you were coming 
tomorrow?

M: I wanted to surprise you. I missed you 
very much, too.

(딩동 딩동)

w: 누구세요?

M: 문 열어 주세요. 택배입니다.

w: 지금 이 시간에요? 저는 소포 받을 것이 없는데요.

M: Gloria Park 아니세요?

w: 네, 맞아요. 하지만 잘못 오신 게 분명해요.

M: 문을 열어 주지 않으시면, 저를 못 본 것에 대해 

후회하실 텐데요.

w: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세요. 가지 않으면 

119를 부를 거예요.

M: 겁먹지 마, Gloria. 내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 

나야, Terry, 누나 동생이라고.

w: 오, Terry, 들어와. 너무 보고 싶었어. 너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니?

M: 놀라게 해 주려고 그랬지. 나도 누나가 무척 보고 

싶었어.

delivery 배달, 택배   package 꾸러미   be mistaken 
틀리다   regret 후회하다   go away 가 버리다   

frightened 겁먹은   recognize 알아보다   miss 
그리워하다

①

④

②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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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3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시오.

①	the World Cup
②	trends
③	baggy pants
④	the man’s new style
⑤	taking a risk

① 월드컵

② 유행

③ 헐렁한 바지

④ 남자의 새로운 스타일

⑤ 위험 감수하기

M: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downtown.

W: Really?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re here?

M: As far as I can remember, I was here 
in 2002 when the Korea-Japan World 
Cup was held.

W: Wow! That was a really long time ago.

M: By the way, a lot of men are wearing 
baggy pants and T-shirts again.

W: They’re becoming fashionable again,  
I guess.

M: Yeah. everything old is new again.

W: Don’t you want to wear clothes like 
that? You would look different. This 
would be a good chance for you to 
change your style.

M: No thanks. i don’t want to risk 
changing my style.

M: 시내에 온 지 오래되었어.

w: 정말? 여기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는데?

M: 내 기억으로는,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 

왔어.

w: 와! 정말 오래 전이네.

M: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통 큰 바지와 티셔츠를 다시 

입고 있네.

w: 아마도 다시 유행이 되고 있나 봐.

M: 그러게. 유행은 돌고 도니까. (낡은 것은 모두 다시 

새로운 것이 되니까.)

w: 너는 저런 식으로 옷을 입어 보고 싶지 않니? 달라 

보일 거야. 이번이 네 스타일을 바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M: 아니, 됐어. 스타일을 바꾸는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

downtown 시내에   be held 개최되다   baggy (옷이) 

헐렁한, 통이 큰   fashionable 유행하는   risk 
과감히[모험 삼아] ~하다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하다

04 대화를 듣고, 표를 참고하여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Dress Shirts Ties

solid-colored 15,000 won 10,000 won

dotted 16,000 won 11,000 won

checkered 17,000 won 12,000 won

striped 18,000 won 13,000 won

flower-printed 20,000 won 15,000 won

①	25,000 won
②	26,000 won
③	27,000 won
④	28,000 won
⑤	30,000 won

① 25,000원

② 26,000원

③ 27,000원

④ 28,000원

⑤ 30,000원

W: May I help you?

M: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cousin. He 
just graduated from college.

W: I see.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that you have in mind?

M: No. I have no idea what to buy him, 
but I’m looking to spend about 30,000 
won.

W: Most men like to receive ties and 
dress shirts. They’re very useful.

M: That would be good. Does a solid-
colored shirt go well with a solid-
colored tie?

W: Well. They are fine, but wearing them 
together might not look so good. 
What about a checkered shirt with a 
solid-colored tie?

M: That’s not bad. What about the dotted 
ones?

W: They might clash.

M: Oh, this is too hard. I’ll just get what 
you recommended to me a while ago.

w: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M: 제 사촌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갓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w: 그렇군요.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M: 아니요. 무엇을 사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만원 정도 쓰려고 합니다.

w: 대부분의 남자들은 넥타이와 와이셔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우 유용하니까요.

M: 좋을 것 같군요. 단색 셔츠가 단색 넥타이와 잘 

어울립니까?

w: 음. 괜찮긴 한데, 같이 입게 되면 그다지 멋있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무늬 셔츠에 단색 

넥타이는 어떠세요?

M: 나쁘지 않네요. 점박이 무늬들은 어떤가요?

w: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M: 오, 이거 너무 어렵네요. 그냥 조금 전에 제게 권해 

주신 것으로 사겠습니다.

graduate from ~을 졸업하다   in particular 특히, 

특별히   be looking to ~하려고 애쓰다   dress shirt 
와이셔츠   solid-colored 단색의   go well with ~와 

어울리다   checkered 체크무늬의   dotted 점이 박힌, 

점박이의   clash 충돌하다, 안 어울리다   striped 
줄무늬의   flower-printed 꽃무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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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8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5 대화를 듣고, 여자가 경찰서를 찾아간 

이유를 고르시오.

①	because she lost her pet
②	because she lost her son
③	because she broke some 

traffic laws
④	because she needs to change 

her tires
⑤	because she does not know 

where the repair shop is

① 애완동물을 잃어버려서

② 아들을 잃어버려서

③ 교통법규를 어겨서

④ 타이어를 갈아야 해서

⑤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M: How may I help you, ma’am?

W: My... My...

M: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What’s the matter with you?

W: My son Douglas jumped out of the car 
while I was waiting at a stoplight. I was 
on my way to the repair shop to get my 
tires changed.

M: I’m so sorry to hear that. Can you 
describe your son’s appearance? How 
old is he?

W: He is 3 years old. He has very beautiful 
brown fur and has a nametag around 
his neck.

M: Oh, is he a pet? A dog or a cat?

W: Yes. He’s a puppy.

M: If you have a picture of him, please give 
it to me. I’ll let you know if I find him.

W: Thank you.

M: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부인?

w: 제… 제…

M: 진정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무슨 문제이신가요?

w: 제가 정지 신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들 

Douglas가 차 밖으로 뛰어 내렸어요. 저는 타이어를 

갈아야 해서 정비소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M: 정말 안됐군요. 아드님의 외모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살이죠?

w: 3살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갈색 털을 가졌고, 목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M: 오, 애완동물인가요? 개나 고양이인가요?

w: 네. 강아지예요.

M: 그 사진이 있으시면 제게 주세요. 찾으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w: 감사합니다.

calm down 진정하다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하다   

stoplight 정지 신호   repair shop 정비소, 카센터   

appearance 외모   fur 털   nametag 이름표

0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시오.

①	take her out to dinner
②	take the day off
③	buy some cabbage
④	help her pickle some cabbage 

in salt
⑤	help her make kimchi

① 데리고 나가 저녁 사 주기

② 하루 휴가 내기

③ 배추 사기

④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 도와주기

⑤ 김치 만드는 것 도와주기

W: do you think i can finish this by the 
end of the day?

M: Wow! You’re making a lot. Are you 
going to make kimchi for the winter 
today?

W: Yes, I am. Today is the only day this 
month that I have off.

M: How much cabbage did you buy?

W: 20 heads.

M: 20 heads? How can you do all of that 
alone?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f so, I could have taken the day off as 
well.

W: That’s okay. If you feel bad, please buy 
me dinner later.

M: All right. At least let me help you pickle 
the cabbage in salt now. I don’t think 
that will take very long.

W: That’s okay. I can do it by myself.

w: 내가 이걸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M: 와! 많이 만드는군. 오늘 김장을 할 건가?

w: 그래요. 오늘이 내가 이번 달에 유일하게 쉬는 

날이거든요.

M: 배추를 얼마나 산 거야?

w: 20포기요.

M: 20포기? 그걸 모두 어떻게 혼자 다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나도 휴가를 낼 수 있었을 텐데.

w: 괜찮아요. 미안하면 나중에 저녁 사 줘요.

M: 알았어. 최소한 지금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 

도와줄게.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w: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cabbage 배추   take a day off 하루 휴가를 내다   at 
least 최소한   pickle ~ in salt ~을 소금에 절이다   by 
oneself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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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7 대화를 듣고, 남자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fortuneteller
②	a matchmaker
③	a lawyer
④	a teacher
⑤	a doctor

① 점쟁이

② 결혼 중매인

③ 변호사

④ 선생님

⑤ 의사

M: Hello. My name is Sean Lee. Have a seat, 
please.

W: Hello. I’m Jennifer Han.

M: How did you find out about our 
company?

W: I heard about it from one of my friends. 
She recommended that I come here.

M: it’s nice to hear that. So how can I help 
you?

W: I have a daughter and a son. My 
daughter got married two years ago, but 
her older brother is still unmarried.

M: I see. You’d like to find the right woman 
for your son, right?

W: Right. I don’t have high expectations for 
my future daughter-in-law. I just hope 
that she has a steady job.

M: Does that mean you’re not looking for a 
lawyer or a doctor?

W: Yes. I honestly prefer someone who is a 
teacher.

M: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Sean Lee입니다. 

앉으세요.

w: 안녕하세요. 저는 Jennifer Han입니다.

M: 저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w: 제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들었어요. 그 친구가 여기 

와 보라고 추천해 주었죠.

M: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까요?

w: 저는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어요. 딸은 2년 전에 

결혼했지만, 걔 오빠는 아직 미혼입니다.

M: 그렇군요. 아드님에게 딱 맞는 여성을 찾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w: 맞아요. 저는 미래의 며느리에 대해 큰 기대는 

없어요. 그저 안정된 직업이 있길 바래요.

M: 변호사나 의사 며느리를 찾는 건 아니시죠?

w: 네. 저는 솔직히 선생님인 사람이 더  좋습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get married 결혼하다   

unmarried 미혼의   expectation 기대   daughter-in-
law 며느리   steady 안정된   honestly 솔직히   prefer 
선호하다

0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만들어 줄 

음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garlic bread
②	onion soup
③	seafood spaghetti
④	pizza
⑤	mushroom soup

① 마늘빵

② 양파 수프

③ 해산물 스파게티

④ 피자

⑤ 버섯 수프

W: Are you sure you don’t need any help?

M: Yes. Don’t come into the kitchen. i’ll take 
care of everything. Just go to the living 
room and get some rest.

W: I’m a bit concerned about letting you stay 
in here alone.

M: Don’t worry. I’ll make you the world’s 
best pizza as well as some seafood 
spaghetti.

W: Then why do you have a baguette and 
some minced garlic?

M: I’m going to make garlic bread, too.

W: What about these mushrooms and 
onions?

M: I was planning to make two different 
soups, but now I’m just going to make 
mushroom soup. Is that okay with you?

W: I’d actually prefer onion soup more, but 
I’ll eat whatever you make.

w: 너 정말 도움 필요 없니?

M: 응. 주방에 들어오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거실에 가서 좀 쉬어.

w: 너를 여기 혼자 두려니 좀 걱정돼서.

M: 걱정 마. 내가 해산물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피자도 만들어 줄게.

w: 그럼 바게트와 다진 마늘은 왜 있어?

M: 마늘빵도 만들려고.

w: 이 버섯들과 양파는 뭐니?

M: 두 가지 다른 수프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버섯 수프만 만들려고. 괜찮지?

w: 실은 양파 수프를 더 좋아하는데, 네가 만드는 것은 

뭐든지 먹을게.

get some rest 쉬다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염려하다   baguette 바게트   minced garlic 다진 마늘   

mushroom 버섯   onion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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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8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09 대화를 듣고,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at the man put on his blog
②	how the man feels
③	how many visitors have 

visited the woman’s blog
④	how to post an article and 

pictures on blog
⑤	what the woman is going to 

do right after the talk

① 남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은 것

② 남자의 기분

③ 여자의 블로그를 찾은 방문자 수

④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

⑤ 대화 직후 여자가 할 것

M: Oh, no. I feel so depressed.

W: Why?

M: Because no one has visited my blog 
yet.

W: Come on. Why don’t you wait for a few 
more hours? You just posted an article 
and some pictures an hour ago.

M: I know. But I figured at least one person 
would read my post.

W: Ha ha. You’re expecting too much. 
Please visit my blog and find out how 
many people have visited me today.

M: Let me see. Wow! You’ve had fifty 
visitors.

W: I see. I’ll download a few games and 
look up my friends.

M: I wish I could have lots of visitors like 
you. Have fun!

M: 오, 이런. 너무 우울해.

w: 왜?

M: 내 블로그에 아직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서.

w: 이런. 몇 시간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때? 글과 사진을 

겨우 한 시간 전에 올려 놓았잖아.

M: 알아. 하지만 나는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내 글을 읽을 

줄 알았거든.

w: 하하. 기대가 너무 크구나. 내 블로그에 가서 오늘 몇 

명이나 나를 방문했는지 알아봐.

M: 어디 보자. 와! 방문자가 50명이네.

w: 그렇구나. 게임 몇 가지 다운로드하고 친구들을 

찾아봐야겠다.

M: 나도 너처럼 방문자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시간 

보내!

depressed 우울한   post 게시하다   article 글, 기사   

figure ~일 거라고 생각하다   visitor 방문자   look up 
찾아보다

1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 man is happy with his 
roommate.

②	The woman has never met 
John.

③	The woman had a problem 
similar to the man’s.

④	The woman is the man’s only 
friend.

⑤	The man is going to have a 
talk with John.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남자는 그의 룸메이트에게 만족한다.

② 여자는 John을 만난 적이 없다.

③ 여자는 남자의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④ 여자는 남자의 유일한 친구이다.

⑤ 남자는 John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W: You look so depressed today. Is 
something bothering you?

M: Oh, is it obvious?

W: What’s wrong? Please tell me what’s 
bothering you.

M: My roommate is driving me crazy.  
I have never had this kind of 
experience, so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W: Are you talking about John? He seemed 
like a nice guy when we met last 
Wednesday.

M: I know. That’s what makes it worse. It’s 
been two months since we started 
living together, but I’ve never seen him 
clean a room. He never throws out the 
garbage, he never vacuums, and he 
never washes the dishes.

W: That’s awful. i know how you feel.  
I had a roommate like John. She was 
also really nice, so I couldn’t say 
anything to her.

M: That’s exactly what I am talking about. 
How did you handle the problem?

W: easy. I just moved out.

w: 오늘 굉장히 우울해 보여. 뭐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어?

M: 오, 그렇게 빤하게 보이니?

w: 무슨 일이야? 뭐가 널 괴롭히는지 말해 봐.

M: 내 룸메이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w: John에 대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만났을 때 좋은 사람 같이 보였는데.

M: 그래. 그게 더 나쁜 점이야.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두 달째인데, 걔가 방을 치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쓰레기도 절대 안 버리고, 청소기도 절대 안 돌리고, 

설거지도 절대 안 해.

w: 심하다.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나도 John과 같은 

룸메이트가 있었거든. 또 걔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걔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M: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w: 쉬웠어. 내가 이사했지.

bother 신경 쓰이게 하다, 괴롭히다   obvious 명백한   

drive ~ crazy ~을 미치게 만들다   experience 경험   

throw out 버리다   garbage 쓰레기   vacuum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handle 다루다   similar to ~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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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They are leaving for New 
York next week.

②	They are excited about their 
upcoming trip.

③	The man found some places 
they must visit.

④	The woman will go shopping 
soon.

⑤	The woman will ask Julie to 
go to New York with them.

다음 중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그들은 다음 주에 뉴욕으로 떠난다.

② 그들은 다가오는 여행에 대해 신이 나 있다.

③ 남자는 그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를 몇 군데 

찾았다.

④ 여자는 곧 쇼핑하러 갈 것이다.

⑤ 여자는 Julie에게 그들과 함께 뉴욕에 가자고 

청할 것이다.

W: Hey. You know what? We are flying to 
New York next week.

M: Right. i couldn’t be more excited. I read 
travel guides every night before going to 
bed. I have narrowed down some places 
that we have to visit.

W: That’s good. I found some good 
restaurants.

M: Hey, if you have some time right now, 
why don’t we talk about it and make a 
rough schedule of where to go? If we do 
that, we can save some of our precious 
time.

W: That’s a good idea. But can we do that 
in the evening? I need to go out 
shopping now. I need a new suitcase.

M: Are you going shopping with Julie?

W: Yeah. She said that she will buy me one 
for a birthday gift.

M: A suitcase? Isn’t that a little expensive for 
a gift?

W: Kind of.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some souvenirs for her in New York.

w: 야. 그거 알아? 우리 다음 주에 뉴욕에 간다고.

M: 맞아. 이보다 더 흥분될 수는 없어.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여행 책자를 읽어. 우리가 가 봐야 하는 

장소를 몇 군데로 좁혔어.

w: 그거 좋다. 나는 좋은 레스토랑을 몇 군데 찾았어.

M: 야, 지금 시간 있으면 그 얘기 좀 해서 어디를 갈지 

대력적인 스케줄을 짜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일부 절약할 수 있어.

w: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저녁에 그래도 될까? 나는 

지금 쇼핑하러 나가야 해. 새 여행 가방이 

필요하거든.

M: Julie와 쇼핑하러 가는 거야?

w: 응. 걔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하나 사 주겠대.

M: 여행 가방을? 그거 선물로는 좀 비싸지 않아?

w: 좀 그렇지. 뉴욕에서 걔한테 줄 기념품 사는 거 내가 

잊지 않도록 말해 줘.

narrow down 좁히다   rough 대략적인   precious 
귀중한   suitcase 여행 가방   remind ~ to... ~에게 …할 

것을 상기시키다   souvenir 기념품

12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①	The woman is younger than 
the man.

②	The woman is older than the 
man.

③	The man is only interested in 
his salary.

④	The woman will leave 
tomorrow morning.

⑤	The man’s father will be on 
the phone shortly.

대화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여자는 남자보다 어리다.

② 여자는 남자보다 나이가 많다.

③ 남자는 급여에만 관심이 있다.

④ 여자는 내일 아침에 떠날 것이다.

⑤ 남자의 아버지가 곧 전화를 받을 것이다.

M: Hey, sis! I need to talk to Mom and Dad 
right away.

W: It’s 1 o’clock in the morning. They are 
sleeping now. Call them back tomorrow 
morning.

M: I can’t wait that long. it’s an urgent 
matter.

W: Why? What’s wrong? Are you in some 
kind of trouble?

M: No. I got a mentoring job over winter 
break. It’s for three weeks. I get paid, and 
I also receive credit for volunteering.

W: Good for you. So what’s so urgent about 
that? You can tell them about it tomorrow 
morning.

M: But if I choose to take the job, I have to 
leave right away tomorrow morning. So  
i need to talk to them immediately.

W: Oh, okay. Hold on a second. I will get 
Dad on the phone.

M: 안녕, 누나! 엄마와 아빠랑 당장 통화해야 해.

w: 새벽 한 시야. 지금 주무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

M: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긴급한 일이거든.

w: 왜? 무슨 일이야? 무슨 곤란한 문제 있어?

M: 아니. 겨울방학 동안 하는 멘토링 일을 구했거든. 

3주 동안이야. 돈도 받고 봉사 점수도 받아.

w: 잘됐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시급한 거야? 

내일 아침에 말씀드려도 되잖아.

M: 하지만 그 일을 하기로 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야 하거든. 그러니까 당장 말씀드려야 해.

w: 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아빠 바꿔 줄게.

sis (= sister) 여자 형제를 직접 부를 때 쓰는 말   urgent 
긴급한   in trouble 곤경에 빠진, 난처한   mentoring 
멘토링   get paid 돈을 받다   credit 학점   

volunteering 자원봉사   hold on 기다려   get ~ on 
the phone (전화에서) ~을 바꿔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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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8

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3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say next?

①	I don’t think the professor 
knows the problem.

②	Don’t you just admire her 
passion for teaching?

③	Someone should file a 
complaint with the school.

④	I am planning to take her 
class again next year.

⑤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alled her.

다음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교수님이 그 문제를 아는 것 같지 않아.

② 너는 가르침에 대한 그분의 열정을 존경하지 

않니?

③ 누군가가 학교에 불만을 제기해야 해.

④ 나는 내년에 또 그분 수업을 들을 계획이야.

⑤ 내 생각엔 우리가 그분에게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M: Jenny, have you checked the final 
grades that Professor Kim posted?

W: No, I haven’t had time yet. But everyone 
is calling me to complain about her 
grading.

M: it’s so unfair. After all of the work and 
assignments she gave us, only seven 
students in the class got A’s.

W: I know. And didn’t she say that she 
would be grading on the curve?

M: I expected this. She never acted 
reasonably throughout the entire 
semester. Don’t you remember her 
giving us some assignments that were 
not on the syllabus?

W: How can I forget? And she never 
prepared for the class. She just read 
directly from the textbook, and she 
didn’t even seem to know what she was 
talking about. She was the worst 
professor I’ve ever taken in my life.

M: Jenny, 김 교수님이 올린 최종 성적 확인했어?

w: 아니, 아직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모두 나한테 

전화해서 그분이 매긴 성적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

M: 너무 불공정해. 교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 모든 

연구와 과제를 했는데, 반에서 단지 일곱 명만 A를 

받다니 말이야.

w: 그래. 그리고 상대평가를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M: 이럴 줄 알았어. 교수님은 학기 내내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어. 강의 계획서에 없는 숙제를 내준 거 

기억 안 나?

w: 어떻게 잊겠니? 또 그분은 한 번도 수업 준비를 안 

했어. 그냥 교과서를 그대로 읽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 지금껏 내가 수강한 

것 중 최악의 교수님이야.

complain 불평하다   grading 성적 매기기   unfair 
불공평한   grade on a curve 상대평가를 하다   

reasonably 합당하게   syllabus 강의 계획서   textbook 
교과서   passion 열정   file a complaint 불만을 제기하다

14 what is the best thing to say in 
the following situation?

①	Why can’t you be more 
punctual?

②	I was hoping you’d be here. 
Thank you for coming.

③	Didn’t you say it was 5 
o’clock?

④	I really want to go back to 
America.

⑤	I’m going to leave soon, so 
please don’t get in my way.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왜 좀 더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

② 네가 여기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 와 줘서 

고맙다.

③ 5시라고 말하지 않았어?

④ 나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⑤ 나 곧 떠날 거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W: Joon is a Korean international student 
studying abroad in the United States. 
He is currently attending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n 
America, and he is very happy with his 
life. He comes home at the end of every 
semester and is joyful when he sees his 
girlfriend Jina. When Joon came home 
this year, Jina decided that she should go 
to the airport to greet him. Joon told Jina 
that his arrival time was 5 p.m., but his 
plane got delayed and arrived at 6 p.m. 
instead. When Joon saw Jina, he felt so 
sorry but was thankful that she was 
ther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he 
say?

w: Joon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다. 

그는 현재 미국의 일류 대학 중 한 군데를 다니고 있고,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집으로 오고, 그의 여자 친구 Jina를 만나면 

아주 기뻐한다. 올해 Joon이 집에 올 때, Jina는 

공항에 가서 그를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Joon은 

Jina에게 도착 시간이 오후 5시라고 말했는데, 그의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대신 오후 6시에 도착했다. 

Joon이 Jina를 보았을 때, 그는 너무 미안했지만 

그녀가 거기 있는 것에 감사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말은?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   attend 다니다   

prestigious 명망 있는, 일류의   joyful 아주 기뻐하는   get 
delayed 지연되다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get in 
one’s way ~을 방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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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Audio scripT TrAnslATion

1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①	tips on getting better 
grades

②	courses that the woman 
did well in

③	how to spend time 
efficiently

④	an appropriate course 
for the woman to take

⑤	how to get enough 
sleep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더 좋은 성적 받기에 대한 조언

② 여자가 잘한 과목

③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④ 여자가 듣기에 적절한 과목

⑤ 잠을 충분히 자는 방법

M: Hey, Samantha! I heard you got all A’s in your 
courses this semester. How did you manage 
such a feat?

W: To tell the truth, I think it was total luck. 
Compared to last year, I didn’t study at all, 
relatively speaking.

M: Oh, please! I know that you always work hard. 
It’s just that I work hard myself, but I don’t think 
I’m efficient enough. Do you have any tips on 
how to get straight A’s?

W: Actually, there are no secrets. I just try to 
remember the things that I study even when I’m 
not studying.

M: Really? Does that mean you try to remember 
things outside of class? I just can’t do that.

W: Oh, I think that getting enough sleep is also 
important.

M: 안녕, Samantha! 이번 학기 수강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다며. 어떻게 그런 위업을 달성한 

거야?

w: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운이었던 것 같아.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면 전혀 공부를 안 

했거든.

M: 오, 제발! 네가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나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충분히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서 그래. 모두 A를 받는 법에 대해 조언이 

있니?

w: 사실 비결은 없어. 나는 그저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도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M: 정말? 수업 밖에서도 배우는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쓴다는 말이니? 나는 그렇게 못해.

w: 아,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feat 위업   compared to ~에 비하면   relatively 
상대적으로   efficient 효율적인   tip 조언   secret 
비결   appropriate 적절한

16–17 Listen to the following lecture and answer questions 16 and 17.   다음 강의를 듣고 16-17번 물음에 답하시오.

16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①	why study groups are important
②	guidelines for effective study sessions
③	when and where to study
④	how to have some fun in class
⑤	the benefit of having study groups

이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① 스터디 그룹이 중요한 이유

② 효율적인 스터디 모임에 대한 지침

③ 공부할 때와 장소

④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

⑤ 스터디 그룹을 갖는 것의 이로움

17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lecture?

①	A study group provides a decent atmosphere for studying.
②	Many students benefit from study sessions.
③	A study group is always advantageous.
④	Having chats unrelated to a study session can be a problem.
⑤	It is good to have some fun after study session.

다음 중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스터디 그룹은 공부하기에 적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②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 모임에서 덕을 본다.

③ 스터디 그룹은 항상 이롭다.

④ 스터디 모임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⑤ 스터디 모임이 끝나고 즐겁게 노는 것은 좋다.

M: A study group provides a decent atmosphere for 
studying. Many students benefit from this kind of 
study session. But study group sessions can 
actually be disadvantageous if they are not 
conducted properly. The most common problem 
with a study group is that the members sometimes 
can hang out and just chat. You can avoid this 
problem by agreeing with one another that any kind 
of chatting not related to the subject being studied 
is not permitted. Also, it’s good to encourage the 
entire group to keep focused by planning something 
fun after the session. That way, the group can follow 
a set program, and the atmosphere for the study 
session will not be ruined.

M: 스터디 그룹은 공부하기에 적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종류의 스터디 모임에서 덕을 본다. 그러나 스터디 그룹 모임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 불리할 수 있다. 스터디 그룹의 가장 흔한 문제는 구성원들이 

때때로 어울리면서 잡담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공부하는 주제와 

관계 없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동의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또한 모임 후에는 재미있는 것을 계획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좋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그룹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고, 스터디 모임의 분위기도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decent 적절한   atmosphere 분위기   benefit 이득을 보다   session (특정 활동을 

위한) 기간   disadvantageous 불리한   conduct 수행하다   properly 제대로   hang 
out 어울리다   avoid 피하다   related to ~와 관련된   subject 주제   permit 허락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focused 집중하는   ruin 망가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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