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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여  잠깐 쉬자. 우리 너무 오래 앉아있었어.

남  저기, 내가 스트레칭을 좀 배웠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우선, 네 오

른손을 이렇게 머리 뒤에 둬.

여  알았어. 그리고 나선?

남  그다음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그리고 팔꿈치를 부드럽게 

왼쪽으로 당겨.

여  오, 근육이 당겨지는 게 느껴져.

남  그대로 10초 있다가 그것을 다시 해. 

해설 오른손을 머리 뒤로 보내고 왼손으로 오른손 팔꿈치를 당기라고 했

다.

어휘 take a break 잠시 휴식을 취하다   stretch [] 스트레칭, 

(근육이) 당김  behind [] …뒤에  hold [] 잡다  elbow 

[] 팔꿈치  gently [] 부드럽게  pull [] 당기다  muscle 

[] 근육   

02 ③

남  여보세요, Mary. 나 Brian이야. 너 어디에 있니?

여  안녕, Brian. 학교 도서관을 나가려던 참이야.

남  잘됐다.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여  물론이지. 뭔데?

남  내가 다음 주에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가려고 해. 나 대신 제주 안내서 

좀 대출해줄래?

여  문제없어. 기꺼이 그렇게 해줄게.

해설 남자는 제주도 여행을 위한 제주 안내서를 대출해 달라고 했다.

어휘 leave [] 떠나다  library [] 도서관  do ... a favor  

…의 부탁을 들어주다  check out (도서관 등에서) 대출하다   

guidebook [] 안내서

03 ⑤

① 여  제 가방을 수선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남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② 여  네 생일이라서 새 신발 한 켤레를 샀어.

 남  정말로? 너무 고마워.

③ 여  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  먼저 이 양식을 작성하세요.

④ 여  구두 만들기 수업이 언제 시작하나요?

 남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⑤ 여  이 신발은 너무 헐겁게 느껴져요. 다른 걸 보여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가서 가져올게요.

해설 구두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본 여자가 발 뒤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신발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다.

어휘 fix [] 고치다, 수선하다  fill out (서류 등을) 작성하다, 채우다  

form [] (서류 등의) 양식  loose [] 헐거운 

04 ②

여  안녕, Justin! 잘 지내?

남  안녕, Linda. 네가 다음 주 금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간다고 들었

어.

여  그래, 사실이야. 네가 그리울 거야.

남  나도 그래. 이번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을래?

여  미안하지만 주말 동안에는 부모님이 짐 싸는 것을 도와드려야 해. 월

요일은 어때?

남  좋아. 정오에 학교 식당에서 만나.

해설 남자가 제안한 토요일에는 여자에게 다른 일이 있어서 월요일에 만

나기로 했다.

어휘 transfer [] 전학 가다  true [] 사실인  pack [] 

(짐을) 싸다  stuff [] 물건  cafeteria [] 카페테리아, 구내

식당

05 ②

여  아빠, 봐요! 앵무새가 있어요.

남  오, 아주 진짜 같구나.

여  네. 심지어 앵무새처럼 소리도 나요. 굉장해요.

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알록달록한 깃털도 있구나.

여  아빠, 저 이거 사주실 수 있어요?

남  그래. 네 생일이잖니. 네가 그걸 원한다면, 네게 그것을 사줄게.

여  고마워요, 아빠.

해설 앵무새 인형을 파는 곳은 장난감 가게이다.

어휘 parrot [] 앵무새  real [] 진짜의  colorful []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feather [] 깃털  plastic [] 플라스틱

06 ⑤

남  수미야, 너는 왜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니?

여  뭐라고요? 전 지난 금요일에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남  넌 네 이름과 학생 번호만 적고 첨부 파일은 없었어.

여  오, 정말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오늘 오후에 파일을 보내도 될까요?

02



남  그건 안될 것 같구나. 마감 시간이 지난 금요일이었어.

여  오, 안돼요!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해설 실수로 숙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좌절감이 들 것이다.

어휘 hand in 제출하다  attached [] 첨부된  deadline [] 

마감 시간  believe [] 믿다    [문제] satisfied [] 만족하는  

frustrated [] 좌절감을 느끼는

07 ④

① 남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여  신용 카드로 할게요.

② 남  난 그 영화에 실망했어.

 여  그랬어? 나도 똑같이 느꼈어.

③ 남  이 재킷은 저한테 너무 커요.

 여  더 작은 것으로 교환하시겠어요?

④ 남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언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  네가 그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⑤ 남  너 정말 예뻐 보인다! 그거 새 드레스니?

 여  응. 엄마가 주신 생일 선물이야. 

해설 ④ 프로젝트를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상

대방이 그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pay [] 지불하다  credit card 신용 카드  disappointed 

[] 실망한  film [] 영화  exchange [] 교환하다    

08 ④

남  Helen, 영화 <The Man from Somewhere>가 흥행한다고 들었

어. 너 그거 봤니?

여  아니, 아직 못 봤어.

남  금요일 밤에 같이 보러 가는 거 어때?

여  나도 그러고 싶지만, 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남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표를 확인할 수 있어. 오, 아직 몇 장 남았어.

여  잘됐다. 우리 표 예약해줄 수 있어? 그럼, 내가 팝콘을 살게.

남  그거 좋다. 

해설 남자가 영화 표를 예매하면 여자가 팝콘을 사겠다고 했다.

어휘 box-office hit 흥행작  available []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book [] 예약하다

09 ①

남  여보, 당신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눈을 감아봐요.

여  좋아요. 뭔데요?

남  이제 눈을 뜨고 이걸 봐요.

여  와! 새 책꽂이잖아요. 당신이 직접 만들었어요?

남  물론이죠! 당신은 정말 책벌레잖아요. 당신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여  네, 정말 맘에 들어요. 나한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예요.

해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말은 좋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의미

를 담고 있다.

어휘 special [] 특별한  present [] 선물  bookshelf 
[] 책꽂이  bookworm [] 책벌레

10 ②

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  네, 아주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얼마죠?

남  티본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총 30달러

입니다.

여  50퍼센트 할인되는 거죠, 맞죠?

남  네, 같은 식사의 정가는 60달러입니다. 이것은 점심 특선의 할인가입

니다.

여  고맙습니다. 맛있었어요.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해설 60달러에서 50퍼센트 할인해서 30달러라고 했다. 

어휘 meal [] 식사  owe [] 빚지다  total [] 합계  

discount [a] 할인  regular [u] 보통의, 평상시의  

delicious [] 맛있는

11 ④

남  실례합니다. 오전 7시에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에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여  물론입니다. 방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남  902번 방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밖에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남  오전 8시에 공항에 갈 택시가 필요합니다.

여  문제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해놓겠습니다.

해설 아침에 모닝콜과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호텔 직

원과 투숙객의 대화이다.

어휘 wake-up call 모닝콜  airport [] 공항

12 ⑤

남  영어 캠프를 찾고 계신가요? 우리 Angel English Camp는 2000년

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학습 환경을 고취할 첨단 컴퓨터실

은 물론 최신 기숙사 시설을 제공합니다. 캠프는 오타와에 위치해있습

니다. 우리 프로그램에는 오전에는 영어 회화, 오후에는 스포츠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www.

angelenglishcamp.com에 방문하세요. 

해설 참가 비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found [] 설립하다  provide [] 제공하다   

modern [] 최신의; 현대의  dormitory [] 기숙사  

facility [] 시설  quality [] 양질의, 고급의  

environment [] 환경  be located (건물 등이)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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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nclude [] 포함하다  conversation [] 회화  

information [] 정보

13 ③

여  여보, 공항에서 우리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요?

남  음, 장기 주차가 더 싸죠, 그렇죠?

여  맞아요, 하지만 입구에서 너무 멀어요.

남  그럼, 우린 단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여  A 구역이나 B 구역 어때요? 탑승하기 전에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잖

아요. 

남  하지만 C 구역이 우리 항공사 입구에서 가장 가까워요. 우린 짐이 많

기 때문에 먼저 체크인하기에 편리할 거예요.

여  찬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해요.

해설 두 사람은 항공사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C 구역에 주차하기로 했다.

어휘 long-term 장기적인  entrance [] 입구  short-term 

단기적인  parking lot 주차장  section [] 구역, 구획  board 

[] 탑승하다  airline [] 항공사  convenient [] 

편리한  baggage [] 짐

14 ①

여  이것은 공을 이용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골문은 땅 위에 높이 있습니다. 판에 있는 

금속 링에 그물이 부착되어 있고, 그물 아래는 뚫려 있습니다. 사람들

은 공을 그물 안으로 던져서 득점합니다. 경기하기 위해 다른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공을 드리블할 수 있지만 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손으로만 공을 드리블할 수 있고, 높이 있는 그물에 공을 던져서 득

점하는 팀 스포츠는 농구이다.

어휘 indoors [] 실내에서  outdoors [] 야외에서  

goal [] 골문  net [] 그물  attach [] 붙이다  board [] 

판, 판자  bottom [] 바닥, 아래  score [] 득점하다  throw 

[] 던지다  equipment [] 장비  dribble [] 드리블

하다 

15 ③

남  이봐, Vicky.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여  내 강아지 사진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남  그걸 왜 하는 거야?

여  어제 공원에서 그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내가 운동하는 동안 도망갔

어.

남  그거 이상하다. 동물 보호소 확인해봤어?

여  응, 하지만 그는 아무 데도 없었어. 내 강아지 찾는 거 도와주겠니?

남  물론이야. 문제없어. 나한테 사진 좀 줘.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해설 남자는 여자를 도와 강아지 사진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다.

어휘 hand out 나눠주다  walk [] 산책시키다  run away 도망치

다  shelter [] 보호소, 쉼터  nowhere [] 아무 데도  

pass out 나눠주다    

16 ③

여  James, 내 자전거의 앞 타이어가 계속 바람이 빠져. 타이어에서 튜

브를 뺐는데, 구멍을 찾지 못했어.

남  걱정하지 마. 그냥 튜브를 물에 넣으면 찾게 될 거야.

여  이렇게? 와! 이제 구멍에서 공기 방울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남  어디 보자. 음,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새로운 튜브를 끼워야 해.

여  하지만 난 여분이 없어.

남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새것을 사와야겠다.

여  좋아. 가자.

해설 튜브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새로운 튜브를 사러 가기로 했다.

어휘 front [] 앞쪽의  go flat 바람이 빠지다  hole [] 구멍  

several [] 몇몇의  extra [] 여분의, 추가의 

17 ⑤

남  Sean은 내일 있는 입사 면접을 위해 새 정장을 샀다. 그는 면접에서 

멋져 보이고 싶지만, 그의 새 옷을 입고 괜찮아 보이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엄마에게 그의 새 정장을 입은 것이 어때 보이는

지 물어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Sean이 엄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새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떤지 물어보는 말이 적절하다.

① 입사 면접이 언제에요?

② 그것을 얼마에 사셨어요?

③ 제게 새 정장을 사주시겠어요?

④ 백화점이 어디에 있어요?

⑤ 이 정장 제게 어울려요?

어휘 suit [] 정장  interview [] 면접  situation 

[] 상황    [문제] department store 백화점

18 ①

여  여보, 저 요리하느라 바빠요. 저 대신 쓰레기 좀 내놔줄래요?

남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아니예요? 우린 목요일에 내놓기로 되어 있잖

아요!

여  아, 잊고 있었네요. 당신이 맞아요. 그걸 매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  다른 해줄 건 없나요?

여  사실은, 있어요. 욕실 전구를 갈아야 해요. 그게 나갔거든요.

남  알았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해설 욕실 전구가 나갔다는 여자의 말에 지금 바로 갈겠다고 했다.

어휘 take out 내다놓다  garbage [] 쓰레기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light bulb 전구

04



19 ③

여  이봐, Tommy. 네가 돌아오는 이번 일요일이 너희 엄마 생신이라고 

했잖아. 엄마에게 드릴 선물 샀어?

남  아직 못 샀어. 엄마에게 모자를 사주고 싶은데, 백화점에서는 모두 너

무 비쌌어.

여  아, 문제는 돈이네, 응?

남  그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돈을 좀 저축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여  그럼, 온라인으로 모자를 사는 건 어때? 

남  왜 그게 더 나은데?

여 온라인 가격은 대개 매장 가격보다 더 낮아.                     

해설 백화점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의 더 나은 점이 응답으로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네게 줄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

② 온라인 상점은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④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기는 쉬워.

⑤ 너는 먼저 그 웹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어휘 expensive [] 비싼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시간

제 근무  online [] 온라인으로; *온라인의    [문제] available 

[] 이용할 수 있는  low [] 낮은  offline [] 오프라인의  

20 ①

여  이봐, 진수. 무슨 일이야?

남  안녕, Susan. 내일 있을 내 영어 발표가 걱정돼.

여  네가 할 말을 적어봤어?

남  응, 그랬어. 그런데 그것을 외우는 것이 힘들어.

여  모든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핵심 단어들만 생각해봐. 

남  무슨 뜻이니?

여  작은 메모 카드에 핵심 단어들만 적어. 그러면 발표를 하는 동안에 그

것들을 볼 수 있어.

남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 한번 해볼래.

해설 다 외우지 않고도 발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응과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물론이지. 나는 전체 대본을 외우려고 노력할 거야.

③ 좋아. 나는 발표하는 동안에 메모를 할 거야.

④ 그래서, 내가 문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야?

⑤ 그러면, 너는 영어 회화를 연습해야 해.

어휘 presentation [] 발표, 프레젠테이션  write down 

적다  have trouble v-ing …하는 데 곤란을 겪다  memorize 

[] 암기하다  key [] 핵심의, 주요한    [문제] give it a try 

한번 해보다  whole [] 전체의  script [] 대본  grammar 
[] 문법  conversation [] 대화; *회화 

Dictation Test 1 pp. 28~33

01  1) take a break  2) behind your head   
3) feel the stretch in 

02  1) I’m about to leave  2) do me a favor   
3) Can you check out 

03  1) take about a week  2) fill out this form   
3) show me another pair 

04  1) transferring to a new school  2) have lunch 
together  3) during the weekend  4) at noon

05  1) looks so real  2) they’re made of plastic   
3) buy it for you 

06  1) hand in your homework  2) with no attached file  
3) I’m afraid  4) made such a big mistake

07  1) was disappointed with  2) too big for me   
3) I don’t know whether 

08  1) Have you seen it  2) I’d love to but   
3) Can you book them 

09  1) have a special present  2) make it yourself   
3) couldn’t be a better present 

10  1) enjoy your meal  2) your total is   
3) the regular price for  4) It was delicious

11  1) Can you give me  2) What’s your room number  
3) need a taxi to 

12  1) looking for  2) as well as  3) is located in 

13  1) park at the airport  2) too far from   
3) exchange some money  4) let’s park there

14  1) high above the ground   
2) score by throwing the ball  3) not with your feet

15  1) handing out pictures  2) ran away   
3) nowhere to be found  4) pass them out 

16  1) keeps going flat  2) coming from the holes   
3) have an extra one 

17  1) bought a new suit  2) look nice for the interview  
3) how he looks in 

18  1) I’m busy cooking  2) I wish we could do   
3) As a matter of fact  4) It’s out

19  1) buy a present for her  2) saved some money   
3) better to do 

20  1) I’m worried about  2) having trouble memorizing  
3) write down the key words  

05정답 및 해설 



기출문제 2회        pp. 34~35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① 15 ③ 

16 ④  17 ④  18 ⑤  19 ①  20 ⑤

01 ⑤

여  Joe, 봐봐!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를 위해 만든 포스터

야.

남  멋져 보여! 그의 등번호 88을 이용했구나.

여  응. 그의 성 KIM도 포스터에 넣었어.

남  괜찮네. 그런데 왜 야구 방망이 아이콘을 사용했니?

여  알잖아, 그는 훌륭한 타자로 알려져 있거든.

남  그렇구나. 그리고 넌 그의 성인 KIM 아래에 하트 모양을 넣었네.

여  응. 난 열렬한 팬이거든.

해설 여자가 만든 포스터에는 88과 KIM, 야구 방망이 그림이 있으며, 

KIM 아래에 하트가 있다.

어휘 uniform [] 유니폼  add [] 덧붙이다  last name 

성  hitter [] 타자  shape [] 모양

02 ②

여  여보세요. ABC 보험사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Ray Wilson입니다. 제 자동차가 702 Main 가에서 갑

자기 멈추었어요. 도움을 줄 누군가를 보내주시겠어요?

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다시 걸어보셨나요?

남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여  알겠습니다. 한 30분 후에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남  정말 고맙습니다.   

해설 남자는 자동차가 멈춰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다.

어휘 insurance [] 보험  company [] 회사  

suddenly [] 갑자기  restart [] 다시 시작하다

03 ④

① 남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어.

 여  엘리베이터를 타자.

② 남  미안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만원입니다.

 여  알겠어요. 다음 거를 탈게요.

③ 남  실례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  모퉁이를 돌아가세요. 보일 겁니다.

④ 남  몇 층에 가십니까?

 여  10층에서 내려요. 고맙습니다.

⑤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이것들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해설 짐을 많이 들고 있는 여자 대신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고 

있다. 

어휘 out of order 고장 난  floor [] 층  get a refund 환불받다

04 ③

남  안녕, Sarah. 네 비디오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니?

여  음, 영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내 비디오 

클립에 음악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모르겠어.

남  아, 그건 내가 도울 수 있어.

여  잘됐다! 오늘 오후에 너 시간 있으면, 우리 컴퓨터실에서 만나서 그 작

업을 할 수 있을까?

남  문제없어. 거기서 2시에 만나자.

여  고마워! 그때 만나.  

해설 두 사람은 2시에 컴퓨터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휘 video clip 비디오 클립(짧게 제작한 비디오)  free [] 한가한  

computer lab 컴퓨터실

05 ①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제 개가 제게서 도망쳐서 자동차에 치였어요. 제가 더 꽉 잡고 있어야 

했어요.

남  알겠어요. 어디 봅시다. 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를 찍

어야 합니다.

여  네.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  음, 우선 엑스레이를 봐야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여  아, 알겠습니다. 

해설 다쳐서 온 개를 살펴보고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

의 직업은 수의사이다.

어휘 get away from ~로부터 도망치다  tightly []  단단히, 꽉  

recover [] 회복되다    [문제] photographer [] 사진

작가  

06 ①

여 민수야, 너한테 중요한 뉴스가 있단다.

남  중요한 뉴스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  네가 지난달에 지원했던 해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합격했단다. 민

수야, 너한테 정말 잘 됐어!  

남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여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여러 흥미로운 현장 학습들을 제공한단다.

06



남  멋져요. 정말 기다려져요. 정말 감사해요!

해설 남자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합격 소식을 듣고 신이 나 있다.

어휘 accept [] 수락하다  overseas [] 해외의  

volunteer [] 자원봉사자  apply [] 지원하다  provide 

[] 제공하다  field trip 현장 학습, 견학    [문제] jealous 

[] 질투하는  regretful [] 후회하는  embarrassed 

[t] 당황스러운 

07 ②

① 남  점심으로 뭘 먹고 싶니?

 여  난 그다지 배고프지 않아. 오늘은 점심을 건너뛸래.

② 남  저를 학교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여  그래. 난 학교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어.

③ 남  아침을 먹는 것은 건강에 중요해.

 여  정말 그래.

④ 남  네 취미가 뭐니?

 여  난 노래 부르기와 춤추는 것을 좋아해.

⑤ 남  제가 주문한 것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  약 3일 내로 배송될 겁니다.

해설 ② 학교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에 자신이 학교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

다고 응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skip [] 건너뛰다  give ... a ride …를 태워주다   

by oneself 혼자  deliver [] 배달하다

08 ⑤

여  여보세요, Kevin.

남  안녕, Tiffany.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너희 집 부엌에 내 영어책을 놓

고 온 것 같아.

여  그랬어. 막 너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나중에 너희 집에 가져갈까?

남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일 학교에 가져올 수 있니? 

여  문제없어. 내일 보자.

해설 좀 있다 영어책을 가져다주겠다는 여자의 말에 내일 학교에 가져다 

달라고 했다.

어휘 be about to-v 막 …하려던 참이다  bring [] 가져오다

09 ③

여  Michael, 너 뭐하고 있니?

남  안녕, Kate. 그랜드 캐니언까지 가는 가장 저렴한 왕복표를 온라인으

로 찾고 있어.

여  와! 너 언제 갈 거니?

남  3월 둘째 주 동안. 내 봄방학이 그때 시작하거든.

여  오, 네가 부럽다. 나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  정말? 네가 가고 싶다면, 우리 같이 갈 수 있어.

여  그러고 싶지만, 방학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 

해설 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여행을 같이 갈 수 없다고 거절했다.

어휘 search [] 찾아보다  round-trip ticket 왕복표  break 

[] (짧은) 휴가  work part-time 시간제로 일하다   

10 ②

여  실례합니다만, 체육복을 사고 싶어요.

남  이건 어때요? 50달러입니다.

여  네, 맘에 드네요. 운동화 한 켤레도 필요해요. 있나요?

남  여기 있어요. 이것들이 가장 잘 팔립니다. 40 달러에요.

여  디자인은 맘에 들지만 둘 다 살 돈은 안될 거 같아요. 지금은 체육복만 

살게요.

남  알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해설 여자는 돈이 부족해서 50달러짜리 체육복만 사기로 했다.

어휘 running shoes 운동화  afford [] (금전적·시간적) 여유

가 되다  for now 우선은, 현재로는 

11 ⑤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깨졌어요.

남  정말 안됐네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100 달러 정도 들 거예요.

여  알겠어요. 그것을 수리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남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로비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잡지 같은 것

을 읽으시는 게 어때요?

여  감사하지만, 쇼핑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해설 휴대전화 화면이 깨져서 수리를 맡기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

고 있는 장소는 휴대폰 수리점이다. 

어휘 replace [] 교체하다  cost [] (비용이) …이다  

magazine [] 잡지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12 ②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인 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철자 

실력을 뽐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올해의 Spell-
ing Genius Contest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5월 5일에 열

릴 것입니다. 우승자는 트로피와 5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등록하려면 학교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 사

무실로 4월 20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설 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interested [i] 관심 있어 하는  show off 으스대다, 자

랑하다  attend [] 참석하다  genius [] 천재  application 

[] 지원  hand in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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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④

여  봐봐, Jason. 매달 열리는 벼룩시장에 5개 구역이 남아 있어. 우리에

게 어떤 구역이 가장 좋을까?

남  화장실 옆 구역들은 좋지 않아. 난 냄새가 싫어.

여  네 말이 맞아. 그럼, C 구역은 어때?

남  거긴 입구에서 너무 멀어.

여  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 어떤 구역이 더 좋을 것 

같아?

남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갈 테니까, 안내소 바로 옆의 구역이 더 좋을 거 

같아. 

여  좋아! 그럼 그 구역으로 하자.

해설 두 사람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안내소 옆의 구역인 D 구역을 선

택했다.

어휘 monthly [] 매월의  flea market 벼룩시장  entrance 

[] 입구  option [] 선택 사항, 선택권  information 

booth 안내소  walk by 지나가다 

14 ①

여  이것은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은 그것을 제과점, 식료품점, 해산물 시장, 심지어 공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서 당신은 보통 그것의 위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두 개의 균형 잡힌 접시로 만들어졌었지만, 지금은 전자식으로 된 것

이 더 대중적입니다.

해설 사물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은 저울이다.

어휘 grocery store 식료품점  seafood [] 해산물  factory 

[] 공장  measure [] 측정하다  weight []  

무게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balanced [] 균형 잡힌  

electronic [] 전자의

15 ③

여  Thomas,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와! 너 우산 가져왔어?

남  아니, 안 가져왔어. 우리 수업이 끝나기 전에 그쳤으면 좋겠다.

여  금방 그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걱정하지 마. 나한테 여분이 있거든.

남  정말? 내가 빌려도 되겠니?

여  물론이야. 내 사물함에 있어. 내가 너한테 가져다줄게.

남  고마워, Rachel. 

해설 남자에게 우산을 빌려주기 위해 사물함으로 가지러 가겠다고 했다.

어휘 outside [] 밖에  extra [] 추가의, 여분의  locker 
[] 사물함

16 ④

남  엄마,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여  물론이지. 나는 피자를 만들고 있어. 나는 토마토소스와 피망 두 개가 

필요해.

남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것들은 냉장고에 있나요?

여  그래, 치즈 옆에. 오, 토핑으로 쓸 버섯 사는 걸 잊었네.

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슈퍼마켓에 가서 좀 사 올 수 있어요. 

여  고맙다.

해설 남자는 토핑으로 쓸 버섯을 사러 가겠다고 했다.

어휘 red pepper 피망  fridge [] 냉장고  mushroom 

[] 버섯 

17 ④

남  Jenny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한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무척 많고, 그녀는 그들의 식사 시중을 드느라 매우 바쁘다. 

Jenny는 한 손님이 그가 식사하던 테이블에 자신의 선글라스를 놓고 

간 걸 알아챈다. 그는 막 돈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가려고 한다. Jenny
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그 손님에게 달려간다. 이런 상황에서 Jenny
가 그 손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선글라스를 놓고 간 손님에게 선글라스를 주면서 할 말로 적절한 것

을 찾는다.

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② 제 실수에 대해 사과합니다.

③ 원하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④ 선글라스를 잊으신 거 같습니다.

⑤ 토요일에 식당은 예약이 꽉 찹니다.

어휘 customer [] 손님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serve []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notice [] 알아채다    

[문제] apologize [] 사과하다  fully [] 완전히 

18 ⑤

여  여보세요, John. 너 어디 있니?

남  Billy네 집에서 과학 숙제를 하는 중이에요. 뭐 하고 계세요?

여  막 장보기를 끝냈어. 네가 원하면 Tom’s Bakery에 들러서 너 뭐 좀 

사줄까 하는데.

남  괜찮아요, 엄마.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집에 가실 거예요?

여  응. 몇 분 후에 여기서 출발할 거야.

남  잘됐어요. 학교 숙제를 거의 다했거든요. 집에 가시는 길에 저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여  문제없어! 20분 정도 지나면 거기 갈 거야.

해설 집에 가는 길에 데려가 달라는 아들의 말에 그러겠다고 했다.

어휘 on one’s way 도중에  almost [] 거의 

19 ①

남  온실 효과에 대한 과제 다 했니?

여  거의. 너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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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직 시작조차 못 했어. 정보를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어.

여  학교 도서관은 확인해봤어?

남  응. 어제 거기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벌써 그 주제에 관한 책은 다 대

출해갔어.

여  사실, 내가 월요일에 두 권 빌렸는데, 오늘 오후에 반납했어.

남 좋아. 그럼, 난 지금 바로 도서관에 가야겠어.

해설 남자가 필요로 하는 책을 도서관에 반납했다고 했으므로, 도서관에 

빌리러 가야겠다는 응답이 자연스럽다.

② 책을 빌리려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해.

③ 음,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어.  

④ 맞아. 우리는 우리의 행성을 보호해야 해.

⑤ 나는 그 책을 더 일찍 반납할 수 없었어.

어휘 assignment [] 과제  greenhouse effect 온실 효과  

return [] 반납하다    [문제] protect [] 보호하다  planet 
[] 행성  

20 ⑤

여  이봐, Mike.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남  응. 수학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을 뿐이야.

여  믿을 수 없어. 넌 항상 수학에서 만점을 받잖아.

남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번엔 바보 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여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

남  음, 모르겠어. 더 이상 자신감이 없어.

여  걱정하지 마. 넌 다음번에 더 잘할 거야. 

해설 수학 시험을 잘 못 봐서 자신감 없어 하고 있으므로 격려하는 말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그래. 나중에 병원에 가볼게.

② 오, 안돼. 난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어.

③ 맞아. 난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

④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휘 math [] 수학  perfect score 만점  foolish [] 바보 같

은  happen [] 일어나다, 발생하다  confident [] 자신

감 있는 

Dictation Test 2 pp. 36~41

01  1) used his uniform number  2) he’s known as   
3) I’m a big fan

02  1) send somebody to help  2) it didn’t work   
3) in about half an hour

03  1) is out of order  2) take the next one   
3) Go around the corner  4) getting off on 

04  1) having a problem with  2) help you with that   
3) Let’s meet there 

05  1) got away from  2) doesn’t seem that bad   
3) she’ll recover quickly  4) tell you about it

06  1) have some big news  2) applied for last month  
3) I can’t wait

07  1) give me a ride  2) You can say that again   
3) get my order

08  1) came over to study  2) about to call   
3) bring it to school 

09  1) I’m searching online for  2) I envy you   
3) during the break

10  1) How about this one  2) Do you have any   
3) I can’t afford them 

11  1) its screen got broken  2) to get it fixed   
3) go shopping and come back 

12  1) Are you interested in  2) be held on  3) hand it in 

13  1) next to the restroom  2) too far from   
3) Let’s take that section 

14  1) is used in  2) measuring the weight   
3) was made of 

15  1) I hope it stops  2) May I borrow it  3) go get it 

16  1) look so busy  2) get them for you  3) Don’t worry

17  1) busy serving them  2) left his sunglasses   
3) leave the restaurant

18  1) working on my science project   
2) I don’t need anything  3) on your way home

19  1) Have you done your assignment  2) how to get 
the information  3) checked out two books 

20  1) do well on  2) Don’t feel bad  

실전모의고사 1회         pp. 44~45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①  09 ②  10 ③ 

11 ①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⑤

01 ⑤

여  나는 Miranda가 우리 선물을 좋아하면 좋겠어.

남  걱정하지 마. 나는 그녀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그건 그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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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아하는 향수잖아.

여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린 생일 카드도 사야 해.

남  맞아. 이건 어때? 이건 단순한 흰색 배경에 그 위에 ‘생일 축하해’라고 

쓰여있어.

여  그건 조금 따분해. 난 좀 더 경쾌한 걸 원해.

남  그럼 생일 케이크가 있는 이것은 어때? 이것도 ‘생일 축하해’라고 쓰여

있어.

여  음… 나쁘진 않은데, 난 케이크와 세 개의 풍선이 있는 이 카드가 더 

좋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남  그래. 좋은 선택이야.

해설 두 사람은 케이크와 세 개의 풍선이 그려진 생일 카드를 사기로 했

다.

어휘 perfume [] 향수  by the way 그런데, 그건 그렇고   

background [] 배경  lively [] 경쾌한  prefer [] 

더 좋아하다  balloon [] 풍선  choice [] 선택

02 ②

① 남   저 책들을 대출할 수 있을까요?

 여  먼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남   꽤 무거워 보이네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부탁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③ 남   공상 과학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여  C 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④ 남   네 글을 읽었는데, 정말 훌륭했어.

 여  고마워. 정말 열심히 썼거든.

⑤ 남   네 책을 몇 권 빌리고 싶어.

 여  문제없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해설 책을 많이 들고 있어 무거워 보이는 여자를 남자가 도와주려 하고 

있다.

어휘 check out (책 등을) 대출하다  ID 신분증 (= identification)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  section [] 구역  article [] 

글, 기사 

03 ④

여  여보, 우리 가족 나들이를 언제 가야 할까요? 3월 12일이나 3월 19일

은 어때요? 둘 다 토요일이에요.

남  12일에는 일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료들과 워크숍을 갈 거

예요. 다음날 돌아올 거예요.

여  맞아요. 내가 깜박했어요. 그럼 우리 19일에는 갈 수 있어요? 

남  아, 당신 잊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Jamie의 장기자랑이 있잖아요.

여  맞아요. 미안해요. 장기자랑 다음 날은 어때요? 우리 그날 별일 없어요.

남  그게 좋겠어요.

해설 Jamie의 장기자랑이 있는 3월 19일 다음 날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어휘 workshop [] (회사 등의) 워크숍, 연수회  talent show 

장기자랑  free [] 한가한, 다른 계획이 없는

04 ③

남  Wendy, 네 졸업 파티는 어땠니?

여  정말 재미있었어! 네가 못 와서 정말 안타까워.

남  미안해,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 그래도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여  아, 꼭 그러지 않아도 돼. 파티에서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어.

남  어떤 것들?

여  가장 친한 친구가 CD를 주었고, 부모님께서는 새 노트북 컴퓨터를 주

셨어!

남  그게 가장 좋았던 선물이니?

여  사실 난 손으로 직접 만든 선물이 정말 뜻 깊다고 느꼈어. 할머니께서 

목도리를 짜주셨고, 남동생은 그림을 그려줬어.

해설 여자가 선물로 장갑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graduation [] 졸업  make it (장소에) 나타나다  

laptop [] 노트북 컴퓨터  handmade [] 손으로 만든  

thoughtful [] 생각이 깊은  knit [] 뜨다, 짜다

05 ④

여  Jay, 넌 어디에 앉고 싶어?

남  음, 2번 테이블이 좋아 보여. 구석에 있어서 조용할 거야. 

여  하지만 화장실과 너무 가까워. 냄새가 날지도 몰라.

남  맞아. 5번 테이블은 어때? 우린 창 옆에 앉을 수 있어.

여  하지만 문 옆이야. 너무 춥고 시끄러울 거야.

남  알았어. 그럼 4번 테이블에 앉자. 화장실과 그렇게 가깝지 않아. 그리

고 창문 옆이어서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여  완벽해!

해설 두 사람은 화장실과 너무 가깝지 않고, 문 옆도 아니면서 창밖 경치

를 볼 수 있는 4번 테이블을 골랐다.

어휘 corner [] 구석, 모퉁이  beside [] 옆에 

06 ③

남  차에 문제가 생겼나 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여  아, 어떻게 하지? 콘서트에 가려면 30분밖에 남지 않았어.

남  미안해. 내가 엔진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여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John에게 전화해서 공연장까지 태워

다 달라고 하는 건 어때? 그 애 집이 이 근처잖아.

남  그 애는 못할 거야. 어제 출장을 갔거든. 

여  음, 그럼 택시를 부를까?

남  우선 정비사를 부르고, 그다음에 택시를 부르자. 차를 여기에 그냥 두

고 갈 순 없으니까.

여  네 말이 맞아.

해설 두 사람은 먼저 정비사를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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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start the engine 차의 시동을 걸다  should have p.p. …했어

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close by 바로 곁에  go on a business trip 

출장을 가다  mechanic [] 수리공, 정비사

07 ⑤

남  무엇을 드시겠어요?

여  베이컨 샌드위치 주세요. 얼마에요?

남  4달러인데, 베이컨이 다 떨어졌어요. 프라이드 치킨은 어떠세요?

여  음… 제가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치즈버거 주세요. 그것도 4달

러인가요?

남  네, 그렇습니다. 마실 것이 필요하신가요? 버거와 함께 하시면 탄산음

료를 1달러에, 커피는 2달러에 사실 수 있습니다.

여  네, 탄산음료 한 잔과 커피 한 잔 포장해 주세요. 여기 신용카드입니다.

해설 여자는 치즈버거($4), 탄산음료($1), 커피($2)를 주문했으므로, 총 

7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어휘 run out of …을 다 써버리다, 바닥나다 

08 ①

남  오늘 영화 어땠어?

여  글쎄, 나는 액션 영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좀 잔인했어. 너는 괜

찮았어?  

남  물론이지. 나는 다른 어떤 종류보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잖아. 네가 즐

기지 못했다니 안타까워.

여  괜찮아. 난 네가 액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코미디는 어

때? 난 그걸 제일 좋아해.

남  그건 정말 내 취향이 아니야. 예전에는 그걸 보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에는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아.

해설 남자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어휘 comedy [] 코미디  be someone’s thing …의 취향이다   

no longer 더 이상 …아닌  interest [] …의 흥미를 끌다

09 ②

여  너는 직업을 구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남  그거 어려운 질문인걸. 흠… 급여가 좋아야겠지. 그리고 동료들 또한 

중요하고.

여  맞아. 매일 그들과 같이 일하니까.

남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일에 흥미가 있는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

요한 것 같아. 내가 그 일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즐길 수 없잖아.

여  전적으로 동의해.

해설 남자는 직업 선택 시 일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여자

는 그것에 동의했다.

어휘 look for 찾다, 구하다  salary [] 급여  coworker 
[] 동료  whether [] …인지 아닌지 

10 ③

남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하루에 세 끼를 먹어라. 

필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만약 계속 배가 고프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으

면 된다. 그러나 간식으로 햄버거나 감자튀김과 같은 정크푸드를 먹는 

것은 피하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기

억해라. 이 간단한 조언들을 따르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해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에 대한 조언이다.

어휘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regularly [u] 규칙적으로  

necessary [] 필요한  nutrient [] 영양분  avoid 

[] 피하다  junk food 정크 푸드 (인스턴트 식품)  follow [] 따

르다   

11 ①

여  Jeremy, 무슨 일 있니? 너 안 좋아 보여.

남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았어.

여  너 괜찮아?

남  음. 지금 발이 정말 아파.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는 사과도 안 했어!

여  와, 그거 너무 무례한걸.

남  그리고 그 남자가 내 발을 밟았을 때, 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 그때

부터 작동하지 않아.

여  너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구나.

남  난 그저 사람들이 좀 더 남을 배려하면 좋겠어!

해설 남자는 집에 오는 길에 모르는 사람에게 발을 밟히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고장이 나서 화가 났을 것이다.

어휘 step on …을 밟다  hurt [] 아프다  apologize [] 

사과하다  pretty [] 꽤, 상당히  rude [] 무례한  drop [] 

떨어뜨리다  since [] …이후, … 때부터  rough [] 거친; *기분이 

좋지 않은  considerate []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는    

 [문제] confident [] 자신만만한

12 ②

여  안녕하세요, Martin 씨.

남  Simpson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겨울 코트를 세탁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남  자, 옷의 태그들을 한번 보죠. 네, 이것들을 세탁할 수 있어요.

여  잘됐네요!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남  화요일 오전까지 마칠 수 있어요.

여  일요일까지 끝내줄 수 있으세요?

남  왜 서두르시나요?

여  이번 주말에 날씨가 쌀쌀해질 거래요. 제가 일요일에 야외 경기장에 

있어야 해서요.

남  문제없습니다. 이걸 최우선으로 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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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겨울 코트를 세탁해 달라는 것으로 보아, 세탁소에

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take a look at …을 보다  take care of …을 돌보다; *처리하다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chilly [] 쌀쌀한  

outdoors [] 야외에  top priority 최우선 순위 

13 ⑤

여  있지, 잠깐 시간 있니?

남  응. 무슨 일이야?

여  작년 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위해 네가 만든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남  아, 고마워.

여  내가 동영상 만드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남  무엇 때문에 동영상을 만드는 거니?

여  내 토론 동아리에 쓸 거야.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거든.

남  음… 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래도 괜찮니?

여  응, 그래. 정말 고마워.

해설 여자는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동영상 만드는 것을 도

와달라고 했다.

어휘 student president 학생회장  campaign [] (정치적·

사회적) 운동, 캠페인  debate [] 토론  recruit [] 모집하다

14 ④

① 여   내 개를 산책시켜줄 수 있니?

 남  미안해, 나는 시간이 없어.

② 여   방과 후에 농구하자.

 남  미안하지만, 난 치과에 가야 해. 

③ 여   네가 휴대전화를 나한테 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남  그래. 여기 있어.

④ 여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

 남  나는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⑤ 여   너 왜 우산을 가지고 있니?

 남  오늘 아침에 비가 왔었어.

해설 ④ 내일 어디서 만나겠느냐고 물었는데, 도서관에서 기다렸다는 대

답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take ... for a walk …을 산책시키다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다  wonder [] 궁금해하다  lend [] 빌려주다 

15 ⑤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Kelly. 나 Nick 오빠야.

여  안녕. 오빠 어디야?

남  회사야. 혹시 집에서 내 지갑 봤니?

여  아니. 지갑을 여기에 뒀어?

남  가져온 줄 알았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내 방에 있는지 

좀 봐 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는 거 같지 않은데.

남  부엌 식탁도 확인해줄래?

여  아! 찾았다! 걱정하지 마.

남  알았어, 고마워! 집에서 보자.

해설 남자는 지갑을 집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어휘 be at work 근무 중이다; *직장에 있다  wallet [] 지갑  

16 ③

여  David, 너 설거지했니?

남  아직 안 했어요.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사러 제과점에 갔었거든요.

여  하지만 제과점은 여기서 멀지 않잖아. 거기에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

리는데.

남  세탁물도 찾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제과점에 들렀어요.

여  그렇구나, 오후에는 무슨 계획 있니?

남  아니요. 그냥 TV를 볼 거에요.

여  그럼 먼저 설거지 좀 할래?

남  그럴게요.

해설 남자는 세탁물을 찾아오는 길에 제과점에 들렀다고 했다.

어휘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다  pick up 찾아오다   

laundry [] 세탁물  on the way ... …로 가는 도중에

17 ②

여  나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여러 다른 모양과 크

기가 있다. 그것은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검은색이고 나

머지는 흰색이다. 각각의 건반은 다른 소리를 갖고 있으며, 이 중 여덟 

개의 소리가 한 옥타브를 만든다. 나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치고 발로 

페달을 밟음으로써 그것을 연주한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연습하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 

해설 검은색과 흰색의 88개 건반이 있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쳐서 연주

하는 악기는 피아노이다.

어휘 musical instrument 악기  key [] 열쇠; *(피아노의) 건반  

octave [ktive] 옥타브  pedal [] 페달; *(피아노의) 발판

18 ④

남  Ben은 식료품을 사느라 슈퍼마켓에 있다. 그는 계산을 하려고 계산

대에 줄을 서 있지만, 슈퍼마켓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너

무 오래 걸린다. 곧, 그는 우유를 사는 걸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는 가서 가져오고 싶지만, 줄의 맨 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Ben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

인가?

해설 우유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자신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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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우유가 필요하신가요?

③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④ 제 자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⑤ 미안합니다. 이게 줄의 끝이에요.

어휘 grocery [] 식료품  stand in a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realize [] 깨닫다  situation [] 상황    [문제] hold 

[] 유지하다, 지키다  place [] 장소; *자리 

19 ①

남  이것들은 뭐니?

여  색상표야. 새 커튼의 색상을 결정하려고 하는 중이야. 어떤 색이 더 나

을지 모르겠어.

남  우리 거실 커튼? 나는 그대로가 좋은데. 

여  아니. 내 방에 할 거야. 

남  아, 알았어. 그럼 밝은색이 어때?

여  맞아,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골랐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니?

남  나는 노란색이 더 좋아.

해설 두 가지 색상 중 어떤 색상을 더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았으므로, 하

나를 골라서 대답해야 한다.

②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③ 나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④ 귀찮게 해서 정말 미안해.

⑤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어휘 chart [r] 차트, 표  decide on …에 대해 결정하다  bright 
[] 밝은    [문제] bother []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20 ⑤

남  안녕하세요, White 선생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여  무슨 일이니, Sam?

남  방금 주신 과제에 관한 거에요.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  무슨 문제가 있니?

남  제가 방금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거든요.

여  축하해! 인턴십 프로그램은 얼마 동안이니?

남  6주 동안이에요. 

여  그렇다면 6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마.

남  감사해요.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을게요.

해설 선생님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남자에게 과제를 제출

할 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므로, 감사의 응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저는 영어를 배우러 캐나다에 갈 거예요.

② 당신도요. 당신의 보고서가 훌륭하길 바랄게요.

③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내일 수업에 올 수 없어요.

④ 저는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휘 paper [] 종이; *과제, 리포트  assign [] 할당하다  

deadline [] 마감 기한  accept [] 수락하다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extend [] 연장하다    

 [문제] hand in 제출하다

Dictation Test 1 pp. 46~51

01  1) By the way  2) want something more lively   
3) prefer this one with 

02  1) check out those books  2) Where can I find   
3) worked really hard  4) Let me go get them

03  1) go on our family picnic  2) I’ll be back   
3) We’re free that day

04  1) couldn’t make it  2) I already got many presents  
3) were the most thoughtful

05  1) too close to the restroom  2) next to the door   
3) it’s beside the window

06  1) should have checked the engine   
2) went on a business trip  3) call a taxi

07  1) ran out of  2) anything to drink   
3) a cup of coffee to go

08  1) How did you like  2) more than any other kind  
3) no longer interest me

09  1) should have a good salary  2) have an interest in  
3) couldn’t agree with you more

10  1) different kinds of food  2) try to avoid eating   
3) lead to a longer

11  1) On my way home  2) didn’t even apologize   
3) hasn’t been working since  4) be more considerate

12  1) to be cleaned  2) take care of these   
3) get them done by  4) give them top priority

13  1) did a great job  2) help me make a video   
3) be able to start 

14  1) for a walk  2) go to the dentist  3) here it is   
4) carrying an umbrella

15  1) happen to see  2) can’t find it anywhere   
3) Don’t worry

16  1) wash the dishes  2) not far from here   
3) dropped by the bakery  4) why don’t you do 

17  1) like to play  2) by hitting the keys   
3) practice hard enough

18  1) standing in a line  2) because of   
3) go and get some

19  1) trying to decide on  2) it’s for my room   
3) chose these two

20  1) something to tell you  2) can’t make the deadline  
3) got accept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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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2회         pp. 52~53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②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② 

11 ④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⑤  20 ①

01 ④

남  나 허리를 삐끗했어. 정말 아파.

여  이런. 내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요가 동작을 알아. 해볼래?

남  응, 그럴래! 나 좀 가르쳐줄래?

여  물론이지. 우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다음에, 몸을 뒤로 구부려.

남  알았어, 그리고 나선?

여  양손으로 양쪽 발목을 잡고, 천장을 바라봐. 

남  아야! 쉽지 않다.

여  알아. 하지만 네 허리 통증을 완화해줄 거야.  

해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을 뒤로 구부려 양쪽 발목을 잡고 천

장을 바라보는 동작을 설명했다.

어휘 sprain [] (발목 등을) 삐다  back [] 허리; 등  relieve 

[] 완화하다  sit on one’s knees 무릎을 꿇고 앉다  bend [] 

구부리다  backwards [] 뒤로  ankle [] 발목  face 

[] 얼굴; *…을 향하다  ceiling [] 천장

02 ③

남  이 식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해.

여  그래. 날 여기 데려와 줘서 고마워. 분명 여기 예약하기 꽤 힘들었을 

텐데. 

남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난 지금 너무 신이 나. 넌 무엇을 먹을 거야?

여  인터넷에서 봤는데, 많은 블로거들이 여기 치킨과 버거가 훌륭하대. 

나는 치킨과 샐러드를 먹으려고. 너는?

남  나는 스테이크와 감자를 주문할 거야.

여  너 어제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니?

남  아니,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었어.

해설 여자는 치킨과 샐러드를, 남자는 스테이크와 감자 튀김을 먹겠다고 

했다.

어휘 restaurant [] 음식점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03 ①

① 여   아! 여기 빈자리가 있어. 여기에 주차하자.

 남  표지판을 봐봐. 우리는 여기에 주차할 수 없어.

② 여   주차할 곳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남  다른 구역을 확인해보자.

③ 여   내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남  C 구역이었던 것 같아.

④ 여   난 내 차를 가지러 가야 해. 수리점에 있어.

 남  내가 같이 갈게.

⑤ 여   이런. 내 차에 시동을 걸 수가 없어!

 남  좀 진정하고 다시 해봐. 

해설 두 사람은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는 자리를 보고 대화를 나누

고 있다. 

어휘 empty [] 비어 있는  spot [] 자리, 장소  sign [] 

표지판  calm down 진정하다

04 ②

남  실례합니다.

여  네, 도와드릴까요?

남  네. 이 바지를 반품하고 싶어요.

여  그러시군요. 문제라도 있나요?

남  음,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꽉 껴요.

여  알겠습니다. 다른 치수로 교환하시겠어요?

남  네, 그렇게 해주세요. 중간 치수로 주시겠어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입어보실 수 있도록 지금 가져올게요.

남  감사합니다.

해설 옷 가게에서 바지를 교환하려는 상황이다.

어휘 return [] 반환하다  tight [] (옷이) 꽉 끼는 

 [문제] repair shop 수리점  fitness center 헬스클럽  lost and 

found 분실물 취급소

05 ②

남  안녕, Michelle. 어디 가니?

여  응, 그래. 할머니 댁에 가려고.

남  좋겠다. 지하철 타니?

여  아니, 할머니는 멀리 도시 외곽에 사셔. 그래서 지하철이 없어.

남  버스는?

여  버스를 탈 수는 있는데, 별로 자주 운행하지는 않아.

남  그렇구나. 그러면 할머니 댁에 어떻게 갈 거니?

여  엄마 차를 빌리려고 해.

해설 여자는 엄마의 차를 빌려서 할머니 댁에 간다고 했다.

어휘 far away 멀리  outside [] …의 바깥쪽에  run [] 달

리다; *(버스 등이) 운행하다  borrow [] 빌리다

06 ⑤

여  실례합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좌석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14



여  맞아요. 콘서트가 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 밴드는 제가 아주 좋아

하는 밴드거든요.

남  잘 됐네요. 표를 볼 수 있을까요?

여  네. 여기 있어요.

남  고맙습니다. 음… 완전히 잘못된 곳에 계시네요. 손님의 좌석은 저 위

예요.

여  저 위요? 농담이시겠죠.

남  아니에요.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셔서 10줄 정도 뒤로 가세요.

여  무대에서 그렇게 멀지 몰랐어요.  

남  사실 손님 좌석은 콘서트홀 뒤쪽에 더 가까워요.

해설 여자는 자신의 좌석이 무대에서 멀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을 것이다.

어휘 seat [] 좌석  terrific [] 훌륭한  definitely [] 

분명히  stair [] 계단  row [rou] 열, 줄  stage [] 무대 

 [문제] jealous [] 질투하는

07 ②

남  스키를 타고 내려가자. 이 슬로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 

여  오, 이런! 난 할 수 없을 거 같아. 나 넘어질 것 같아.

남  너 괜찮니? 불안해하지 마. 괜찮을 거야. 

여  나 너무 겁이 나서 못 움직일 것 같아.

남  심호흡을 해봐. 그리고 앞을 똑바로 봐. 밑을 보지 말고.

여  응, 알겠어.

남  좋아! 이제 조금만 움직여봐, 그러면 스키를 타고 비탈을 내려가기 시

작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해설 남자는 스키 타기를 무서워하는 여자가 스키를 탈 수 있도록 격려하

고 있다.

어휘 slope [] 경사면; *(스키의) 슬로프  steep [] 가파른  

fall down 넘어지다  scared [] 겁에 질린  take a deep 

breath 숨을 깊게 들이쉬다  ahead [] 앞쪽에  

08 ③

남  우리 과제를 끝마치려면 우리가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 같아.

여  동의해. 우리 언제 만날까?

남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에 그것을 제출해야 해. 난 내일 일이 있는데. 

모레는 어때? 

여  화요일에?

남  아니, 수요일.

여  미안한데, 난 안돼. 이번 주 목요일에 수학 시험이 있어서 그걸 공부해

야 하거든. 

남  그럼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나면 되겠다. 그땐 나도 시간 있어.

여  좋아. 그때 보자.

해설 두 사람은 여자가 수학 시험을 보는 목요일에 시험이 끝난 뒤 만나

기로 했다. 

어휘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09 ③

남  신사 숙녀 여러분, 안내방송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오늘 야구경기가 취

소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오늘 경기 표를 

다음 경기 표로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은 매표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

신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는 것 또한 알려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topbaseball.com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설 폭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야구경기가 취소되었다는 안내방송이다.

어휘 announcement [] 공고, 발표  heavy rainfall 폭
우  apologize [] 사과하다  sudden [] 갑작스러운  

cancellation [] 취소  exchange [] 교환하다  

ticket office 매표소  receive a full refund 전액 환불받다  available 

[] 이용할 수 있는

10 ②

남  주문하시겠어요?

여  네, 중간 크기 라테 한 잔이랑 오렌지 머핀 하나 주세요. 얼마죠?

남  중간 크기 라테는 4달러이고, 오렌지 머핀은 2달러입니다. 하지만 오

늘 아침에 라테를 한 잔 사시면, 머핀을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여  잘됐네요! 라테에 휘핑크림을 올려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그럼 1달러 추가입니다.

여  좋아요.

해설 라테($4)를 사면 머핀은 무료이고 휘핑크림($1)을 추가했으므로, 여

자는 총 5달러를 내야 한다.

어휘 regular [u] 규칙적인; *(크기가) 보통의  muffin [] 

머핀  for free 무료로  extra [] 추가로

11 ④

남  여보, 어디에 있어요?

여  침실에 있어요.

남  오, 거기 있군요. 해변에 갈 준비하고 있어요?

여  네,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기고 있어요. 내 수영복과 수건을 바로 여기

에 챙겼어요.

남  저기에 있는 건 뭐죠?

여  파라솔이에요. 이런, 깜빡 잊을 뻔했네요!

남  뭘요? 읽을 책을 가져갈 건가요?

여  아뇨. 선글라스가 필요해요. 나에게 가져다줄래요? 욕실에 있어요.

남  알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해설 여자는 책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어휘 get ready for …에 대한 준비를 하다  pack [] (짐을) 싸다  

swimsuit [] 수영복  beach umbrella 파라솔  bathroom 

[] 화장실

15정답 및 해설 



12 ④

남  우리 어느 호텔에 묵을까?

여  글쎄, Hotel B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남  나도 알지만, 그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우리 짐 옮기는 것이 힘

들 거야.

여  그럼 Hotel A는 어때? 그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남  음… 하지만 돈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어. Hotel E는 어

때? 그건 은행 옆에 있어.

여  맞아. 하지만 옆 건물에 소방서가 있어. 너무 시끄러울 거야. Hotel D
는 어때? 은행 건너편에 있고, 근처에 제과점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남  그거 좋네.

해설 두 사람은 은행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제과점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에 있는 Hotel D에서 묵기로 했다. 

어휘 close [] 가까운  baggage [] 짐  next door 옆 집 

[건물]에  nearby [] 가까운 곳에

13 ⑤

여  Dave, 나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안 잤어.

남  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었니?

여  아니. 내일까지 해야 하는 역사 숙제가 있어서, 밤새 그것을 하고 있었

거든.

남  그것을 끝냈어?

여  아니. 정보를 좀 더 찾아야 해.

남  너 그거 끝내고 나면 잠을 좀 자야 해.

여  그래. 하지만 모레는 과학 숙제도 있어. 그건 아직 시작도 못 했어.

남  큰일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여  응. 나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려다 줄래? 숙제하려면 그게 정

말 필요하거든.

남  물론이야. 

해설 여자는 숙제하는 데 필요한 책을 한 권 빌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stay up 안 자다  history [] 역사  work on 작업하다  

terrible [] 끔찍한

14 ⑤

여  내일은 토요일이야.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남  내가 맞혀볼게. 저녁에 외식하고 영화 보는 거?

여  아니. 이번 주에 시립 미술관에서 반 고흐의 몇몇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남  아, 정말? 거기에 가고 싶니?

여  응, 네가 같이 가면 좋겠어.

남  그것도 괜찮지만 난 그날 스페인과 독일의 축구경기를 볼 계획이야.

여  경기가 몇 신데?

남  2시 30분에 시작해.

여  좋네. 그럼 그거 끝나고 나서 그림을 보러 가면 되겠다.

남  좋아.

해설 두 사람은 축구경기를 보고 나서 미술관에 가기로 했다.

어휘 several [] 몇몇의  match [] 경기, 시합 

15 ②

여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  제 딸을 방문할 겁니다. 그 애는 UCLA의 학생입니다.

여  따님과 함께 머무르십니까?

남  아니요, 그 애는 하숙집에서 지내서 저는 호텔에 묵을 것입니다.

여  얼마나 체류하실 겁니까?

남  2주입니다. 14일에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여기 여권 받으십시오.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  감사합니다.

해설 미국에 입국하기 전 세관원과 여행객의 대화이다. 

어휘 host family 하숙 가정  passport[] 여권

16 ⑤

① 남   저 주스 좀 더 마셔도 되나요?

 여  물론이야. 마음껏 마셔.

② 남   요즘 뭐 하고 지내?

 여  난 5번가에 카페를 열었어.

③ 남   비가 올 것 같아.

 여  우리 소풍을 취소해야겠어.

④ 남   내일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여  그래, 몇 시에 만날까?

⑤ 남   나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 거야.

 여  아니, 대신에 나는 도서관에 갔어.

해설 ⑤ 남자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 여자는 자신이 이미 

한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어색하다.

어휘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avenue [] 거리, …가  

look like …할 것 같다  instead [] 대신에

17 ⑤

여  너희 밴드에서 새로운 가수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

남  맞아. 너 우리 밴드에 가입할 생각 있니?

여  응. 정보를 더 줄 수 있어?

남  물론이지. 우리는 리드 싱어를 뽑으려고 공개 오디션을 계획하고 있어.  

여  그렇구나. 오디션이 언제니?

남  3월 13일이야. 우리 연습실에서 열릴 거야. 오디션에 참가할 거니?

여  나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연습해왔어!

해설 두 사람은 남자의 밴드에서 새로 뽑는 가수 오디션에 관해 이야기하

고 있다.

어휘 join [] 가입하다  open [] 열린; *공개된  au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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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hold [] 잡다; *개최하다 (hold-held-held)  

practice room 연습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18 ⑤

여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남  뮤지컬 보러 갈 거야.

여  재밌겠다! 무슨 뮤지컬 보러 가니?

남  <아이다>야. 정말 기대돼.

여  우와! 나도 지난주에 표를 사려고 했는데, 이미 매진되었더라.

남  나는 표를 판매하자마자 샀어. 뉴스에서 십 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들

었어. 

여  나도 더 일찍 사려고 했어야 했는데. 

해설 여자는 매진이 되어 뮤지컬 표를 구하지 못했는데 남자는 표가 판매

되자마자 샀다고 했으므로, 부지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이 적절하다.

①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②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③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자가 승리한다.

④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어휘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sold out 매진된  as soon as 

…하자마자   [문제] haste [] 서두름  waste [] 낭비, 허비  

steady [] 꾸준한  worm [] 벌레

19 ⑤

여  나는 숙제로 한 동물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

남  오, 어떤 동물을 골랐니?

여  호랑이에 대해서 쓰려고 해. 호랑이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니?

남  글쎄, 호랑이는 주로 아시아에 살아. 밀림에서 혼자 살고, 먹이를 위해 

다른 동물들을 사냥해. 검은 줄무늬는 그들이 눈에 잘 안 띄게 해주지.

여  와, 네가 동물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어.

남  최근에 호랑이에 관한 흥미로운 책을 읽었거든.

해설 여자가 호랑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자에게 감탄하는 말을 했으므

로, 남자가 호랑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그 호랑이들을 좋아했던 적이 없어.

② 우리는 동물을 보호해야 해.

③ 나는 사실 그것들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

④ 호랑이는 다른 동물 사냥에 아주 능숙해. 

어휘 fact [] 사실  mainly [] 주로, 대부분  hunt [] 사

냥하다  stripe [] 줄무늬    [문제] recently [] 최근에  

20 ①

여  자, 영화는 어땠니?

남  와,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나는 액션 장면이 정말 좋았어. 넌 어때?

여  나도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나는 책이 영화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 

몇몇 중요한 이야기들을 삭제했어.

남  흥미로운걸! 내 남동생도 같은 얘기를 했어.

여  사실이야. 너 그 책 읽었니?

남  아니, 하지만 읽고 싶어.

해설 여자가 책을 읽었냐고 물었으므로, 책을 읽었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

이 적절하다.

②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③ 그 책은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거야.

④ 아니, 나는 기말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빠.

⑤ 아니, 나는 그 영화 같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

어휘 film [] 영화  cut out (글 등에서) 삭제하다, 빼다   

 [문제] be based on …에 바탕을 두다  fantasy fiction 판타지 소설

Dictation Test 2 pp. 54~59

01  1) sprained my back  2) bend your body backwards  
3) relieve your back pain

02  1) hard to make a reservation  2) looked on the 
Internet  3) How about you  4) have steak for dinner

03  1) We can’t park here  2) where I parked   
3) go with you  4) calm down and try again

04  1) return these pants  2) they’re too tight   
3) get me a medium  4) try them on here 

05  1) Are you going somewhere  2) lives far away   
3) don’t run very often  4) going to borrow

06  1) trying to find your seat  2) Can I see your ticket  
3) in the wrong place  4) far away from 

07  1) not that steep  2) Don’t be nervous   
3) move just a little

08  1) When should we meet  2) the day after tomorrow  
3) have a math test  4) See you then

09  1) have an announcement  2) apologize for the 
sudden cancellation  3) receive a full refund

10  1) take your order  2) for free   
3) That’s a dollar extra

11  1) in the bedroom  2) packing everything I need   
3) almost forgot something  4) I’ll be right back

12  1) is close to  2) hard to move  3) next to the bank  
4) What do you think of 

13  1) stayed up too late  2) working on   
3) get some sleep  4) borrow a book 

14  1) Go out for dinner  2) That sounds okay   
3) go see the paintings 

15  1) visiting my daughter  2) stay at a hotel   
3) Enjoy your stay 

16  1) Help yourself  2) cancel our picnic   
3) what time shall we meet  4) went to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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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looking for  2) have more information   
3) participate in the audition

18  1) going to do  2) looking forward to   
3) went on sale

19  1) which animal did you pick  2) mainly live in   
3) were interested in 

20  1) think of the movie  2) better than the film   
3) It’s true

실전모의고사 3회         pp. 60~61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② 

06 ②  07 ②  08 ③  0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⑤  19 ②  20 ④

01 ⑤

남  이 스타일을 시도 해보는 건 어때요?

여  이 짧은 머리요? 안 돼요.

남  왜요? 꽤 귀여운 것 같은데요.

여  음, 저는 긴 머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  알겠어요. 그럼 이 스타일은 어때요? 손님은 파마머리가 잘 어울릴 거

에요.

여  어, 그거 좋아 보이네요.

남  머리 염색도 할 건가요? 검은색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  그래요? 하지만, 난 내 갈색 머리가 좋아요.

해설 여자는 갈색의 긴 파마머리가 좋다고 했다.

어휘 try [] 시도하다  seem [] …처럼 보이다  perm [] 

파마  dye [] 염색하다 

02 ②

① 여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남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② 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  홍대로 가는 표를 사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모르

겠어요.

③ 여   제가 기계 사용하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남  괜찮습니다. 그냥 탄산음료를 하나 더 사려는 중이에요.

④ 여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명동역으로 가는 표를 주세요.

⑤ 여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남  괜찮아요. 이미 콘서트 표를 샀습니다.

해설 티켓 판매기 앞에서 어리둥절해 하는 외국인을 여자가 도와주려 하

고 있다. 

어휘 machine [] 기계  soda [] 탄산음료  purchase 

[] 사다, 구입하다  

03 ③

여  안녕, Alan. 지난 주말에 소풍 재미있었어?

남  소풍? 무슨 소풍?

여  일요일에 가족 소풍을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남  아, 그랬지. 근데 취소됐어. 대신 부모님은 해변에 가기로 하셨어.

여  아, 너도 같이 갔어?

남  아니, 난 결국 조카들을 돌보게 됐어.

여  음,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것 같은데.

남  응, 재미없었지. 하지만 누나가 등산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주말을 

병원에서 보냈거든.

여  그것 참 안됐다. 

해설 남자는 지난 주말에 병원에 입원한 누나를 대신해 조카들을 돌봤다

고 했다.

어휘 cancel [] 취소하다  actually [] 실제로  end up 

v-ing 결국 …하다  nephew [] 조카  

04 ④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네, 도서관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  아, 그러세요?

여  네,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새로 발급받는 게 

가능할까요?

남  그럼요. 이 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신분

증을 볼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죠. 여기 학생증이요.

남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서관 카드는 다음 주쯤에 받으실 거에요.

해설 여자는 도서관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기를 원하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는 도서관이다.

어휘 possible [] 가능한  fill out …에 기재하다  form [] 

서식, 신청서   

05 ②

① 남   새 직장 어때?

 여  더할 나위 없이 좋아.

② 남   오후 7시까지 할 수 있겠니?

 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어.

③ 남   난 아주 바빴고, 지금 너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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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많이 쉬어야 해.

④ 남   이 학교에 다닌 지 얼마나 됐니?

 여  이제 2년이 됐어.

⑤ 남   방학 동안 무엇을 할 거니?

 여  배낭여행을 갈 거야.

해설 ② 7시까지 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과거 

시제로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fluid [] 액체, 수분  plenty of 많은  attend [] 참석하

다; *다니다  go backpacking 배낭여행을 가다

06 ②

남  안녕하세요, Dawson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이 

여전히 아파요.

남  그렇군요. 어디가 가장 아프십니까?

여  사고 이후로, 허리 통증이 심해요.

남  목도 아프신가요?

여  네, 목도 여전히 심하게 아파요.

남  두통도 있으십니까?

여  네. 그리고 무릎도 아파 죽겠어요!

남  좋아질 때까지 물리치료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해설 여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목, 머리,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어휘 get over (병·충격 등에서) 회복하다  ache [] 아프다   

back pain 허리 통증  sore [] 아픈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  

get better (병 등이) 좋아지다, 호전되다

07 ②

여  Harry, 너 아주 달라 보인다. 무슨 일 있었니?

남  음, 살을 많이 뺐어.

여  어떻게 한 거니?

남  아주 열심히 운동했어.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수영을 하고 많이 

걸었어.

여  너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

남  꽤 비슷해. 운동을 시작했을 때 80kg였는데, 8kg을 뺐어.

여  와, 6개월 만에 8kg을 뺐단 말이야? 대단하다.

해설 남자는 6개월 전 80kg이었고 운동을 하면서 8kg을 뺐으므로, 현재 

몸무게는 72kg이다.

어휘 lose weight 살을 빼다  close [] 가까운; *비슷한 

08 ③

여  너 들었어? 내일 아침부터 버스 운전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대.

남  이런. 운전자와 경영자들 간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거야?

여  응. 그들이 협상을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났어.

남  어느 쪽도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여  맞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남  동감이야.

해설 두 사람은 운전자 측과 경영자 측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②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③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⑤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어휘 go on strike 파업에 들어가다  discussion [] 토론, 논

의  unsuccessful [] 성공하지 못한  a couple of 두 개의  

consider [] 고려하다  position [] 위치; *입장  

09 ②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Judy. 우리 공부 모임에 올거지?

여  미안하지만, 난 Judy가 아니란다. 그 애 엄마야.

남  아, 정말 죄송해요, Jackson 아주머니. 저 Tom이에요. 

여  괜찮아, Tom. 지금 Judy가 바빠서 내가 받았어. 메시지를 남기겠니?

남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공부 모임에 제 음악 CD들을 가져와 달

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여  그래. 말해줄게.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빌려줬던 CD들을 오늘 만날 때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① 함께 공부하려고 ② CD를 돌려받으려고

③ 약속을 변경하려고 ④ 여자의 공책을 빌리려고

⑤ 여자의 집에 들르려고 

어휘 at the moment 바로 지금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

다    [문제] get back 되찾다  appointment [] 약속  come 

over 들르다

10 ③

여  너 나가는 거야? 꽃에 물을 먼저 주려던 거 아냐?

남  지금은 안 돼요. 이따 오후에 할게요. 먼저 도서관에 가서 이 책들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여  아, 알았어. 집에 오는 길에 우유 좀 사다 줄 수 있어?

남  알았어요. 다른 거는요?

여  없어. 네가 나가 있는 동안 내가 꽃에 물을 줄게.

남  고마워요. 돌아와서 방과 부엌은 제가 청소할게요.

해설 남자가 외출할 동안 여자가 꽃에 물을 주겠다고 했다.

어휘 water the flowers 꽃에 물을 주다  return [] 반납하다, 

돌려주다  on one’s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11 ④

여  너 우울해 보여. 뭐 안 좋은 일 있어?

남  음… 애완견을 얻게 되어 정말 신이 났었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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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  왜? 뭐가 잘못됐니?

남  우리 누나가 개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내가 개를 기르면 집에서 나가

겠다고 했어.

여  아, 이런.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남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 내년에 누나가 외국에서 공부할 거

거든.

해설 남자는 누나 때문에 애완견을 기를 수 없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다.

어휘 depressed [] 우울한  run away from …로부터 도망치

다  study abroad 외국에서 공부하다 

12 ③

남  캘커타에 어젯밤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

에 땅이 강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도 7의 지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과 집들이 무

너졌고 도로는 파손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국제 

원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몇 차례의 여진이 예상됩니다.

해설 남자는 어젯밤 캘커타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earthquake [] 지진  earth [] 지구; *땅  shake 

[] 흔들리다  magnitude [] (지진의) 규모, 진도  fall 
down 무너지다  destroy [] 파괴하다  aftershock (큰 지진 후의) 

여진  anticipate  [] 예상하다  international aid 국제 원조

13 ⑤

남  Ann, 내일 콘서트 준비 다 됐니?

여  아, Chris! 음, 거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아직 잘 못 하겠어. 너무 

어려워.

남  아, 알아. 네가 원하면 연습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여  정말? 그럼 정말 좋을 거야!

남  그래! 오늘 오후에 음악실에서 만나자.

여  오늘 오후에는 음악 수업이 있는 것 같아. 강당에서 만나자.

남  좋아! 난 우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을거고, 너는 한 시에 거기서 

보자.

해설 두 사람은 오후에 수업이 있는 음악실 대신 강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휘 last [] 마지막의  auditorium [] 강당  cafeteria 

[]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문제] gymnasium [imnizim] 

체육관

14 ③

여  좋아, 우리 극장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까?

남  음… 더 저렴한 좌석은 A 구역과 E 구역이야.

여  그래, 하지만 거기서는 잘 안 보일 거야.

남  맞아. B 구역에 있는 좌석에 앉아보자.

여  거긴 너무 가깝고 너무 비싸. D 구역은 어때? 잘 보일 거고 B 구역보

다는 싸잖아.

남  하지만 여전히 무대에서 너무 멀어. C 구역에 앉자.

여  그래, 좋아. 내가 표를 살게.

해설 두 사람은 무대를 잘 볼 수 있으면서 무대에서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은 C 구역의 표를 사기로 했다. 

어휘 theater [] 극장  cheaper [r] 더 싼 (cheap의 비교

급)  view [] 시야  stage [] 무대

15 ④

남  언니한테 뭐 사줄 거야?

여  모르겠어. 제안할 만한 게 있니?

남  음. 옷이나 신발이 여자들한테는 일반적인 선물인 것 같은데.

여  그래,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 네가 우리 언니 옷장을 

한 번 봐야 해. 새 옷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신발도 충분해.

남  그럼 반지는 어때? 비싸지만 말이야.

여  응, 그건 예산 초과일 거 같아.

남  음, 요즘 언니가 무엇에 관심이 있니?

여  아! 수영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 그리고 언니는 새 수영모가 필요하다

고 했어.

남  잘됐다. 3층에 있는 스포츠 매장에 가자.

해설 여자는 최근 수영 수업을 듣기 시작한 언니를 위해 수영모를 선물로 

살 것이다.

어휘 suggestion [] 제안  common [] 일반적인, 

평범한  check out …을 확인하다  closet [] 옷장  though [] 

그러나, 그래도  beyond [] …의 범위를 넘어서  budget [] 

예산  

16 ④

남  Jimmy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 최근에 그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가 수업 시간에 깨어 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이것이 그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Jimmy의 친구 Claire는 그가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

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녀는 이러한 조합이 

그가 잠을 잘 자도록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

황에서, Claire가 Jimm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Jimmy가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으므로, 더 건강한 식사를 하고 커피를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너는 네 선생님을 더 자주 봐야 해.

② 너는 밤에 너무 늦게 자지 말아야 해.

③ 내가 너라면, 수업 중에 자지 않을 텐데.

④ 너는 더 건강하게 먹고 커피를 덜 마셔야 해.

⑤ 네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게 어때?

어휘 fall asleep 잠들다  struggle [] …하려고 애쓰다,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awake [] 깨어 있는  affect [] 영향을 미

치다  find out 알아내다  combination [] 결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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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②

여  눈이 올 것 같아.

남  그래, 구름이 갑자기 모이고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여  어머, 봐! 벌써 눈이 오고 있어.

남  오, 이런. 나는 눈이 올 때 운전하는 게 싫은데.

여  눈이 점점 더 많이 온다. 잠깐 멈춰서 타이어에 스노체인을 끼워야겠어.

남  음, 유감이지만 스노체인이 없어. 오늘 눈이 올 거라는걸 몰랐어.

여  무슨 소리야? 겨울에는 늘 스노체인을 가지고 다녀야 해. 알다시피,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잖아.

해설 여자는 눈이 올 것에 대비해 겨울에는 항상 스노체인을 가지고 다녀

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어휘 gather [] 모이다  snow chains 스노체인 

18 ⑤

여  화장품에 관심이 있나요?

남  네. 물론이죠.

여  남자가 화장품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 같군요. 무엇이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요?

남  사실입니다. 음, 제 의견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션 잡지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쓰여 

있네요.

남  네. 남성 패션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했습니다.

여  흥미롭군요. 아무튼, 이 자리에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해설 지원 동기나 업무 경험 등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면접

관과 지원자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cosmetics [] 화장품  unusual [] 특이한  

industry [] 산업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attractive 

[] 매력적인  play a key role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edit [] 

편집하다    [문제] secretary [] 비서  citizen [] 시민  

interviewer [] 면접관  applicant [i] 지원자

19 ②

남  오늘 5시에 영화 볼래?

여  5시? 생각해 둔 특정 영화가 있니?

남  있어. 내가 표를 예매할게. 

여  좋아! 내가 쇼핑을 좀 한 다음에 만나자.

남  그래, 3시 정각에 만나는 건 어때?

여  글쎄, 그때까지 쇼핑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남  알았어. 그럼 너는 언제가 좋아?

여  4시 어때?

해설 남자는 언제 만날지를 묻고 있으므로, 만날 시각에 대한 대답이 와

야 적절하다.

① 또 보자. ③ 나도 정말 즐거웠어.

④ 그럼 세 시에 만나자. ⑤ 내일이 괜찮을 것 같아.

어휘 have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book [] 책; *예약하다 

20 ④

여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습니까?

남  아니요, 안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  죄송하지만, 지금은 좌석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항상 예약이 꽉 

차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  음.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여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5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남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먼저 주문해도 되나요?

여  그럼요, 바로 메뉴를 가져다 드릴게요.

해설 남자는 주문을 먼저 해도 되는지 묻고 있으므로, 메뉴를 가져다주겠

다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③ 저희 음식점은 보통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⑤ 흡연석이 좋으세요, 금연석이 좋으세요?

어휘 hav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fully [] 완전히   

in advance 미리    [문제] credit card 신용카드  prefer [] 선호

하다

Dictation Test 3 pp. 62~67

01  1) seems pretty cute  2) How about this one  
3) look good on you 

02  1) where the subway station is  2) how to use it  
3) trying to get  4) someone to help you

03  1) enjoy your picnic  2) decided to go  
3) ended up watching  4) spent the weekend 

04  1) lost my library card  2) Is it possible   
3) by next week

05  1) It couldn’t be better  2) took longer than I thought  
3) get plenty of rest  4) during your vacation

06  1) had a car accident  2) had terrible back pain  
3) have headaches too

07  1) lost a lot of weight  2) almost every day  
3) started to exercise

08  1) going on strike  2) considering the other’s position  
3) You can say that again

09  1) this is not  2) leave a message  3) I’ll tell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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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return these books  2) Anything else  
3) while you’re gone

11  1) You look depressed  2) run away from home   
3) study abroad

12  1) felt the earth shake  2) Hundreds of people  
3) are anticipated 

13  1) are you ready for  2) help you practice   
3) meet at the auditorium

14  1) where should we sit  2) the view is bad  
3) still cheaper than  4) buy the tickets

15  1) have any suggestions  2) full of new clothes  
3) beyond my budget  4) on the third floor

16  1) get worried about  2) is affecting his grades   
3) drinks too much coffee 

17  1) hurry up  2) driving in the snow  
3) better to be safe 

18  1) seems unusual for men  2) in my opinion  
3) worked for  4) applying for this position

19  1) see a movie  2) We can meet after 
3) finish shopping by then

20  1) have a reservation  2) in advance 
3) at least  

Word Test 1~3    pp. 68~69

A
01 수리공, 정비사 02 구부리다 03 진정하다 

04 훌륭한 05 분명히 06 사다, 구입하다 

07 액체, 수분 08 많은 09 회복하다 

10 아프다 11 파업에 들어가다

12 거친; 기분이 좋지 않은  13 앞쪽에 

14 갑작스러운 15 이용할 수 있는 16 무료로 

17 고려하다 18 바로 지금 19 우울한 

20 토론 21 아픈 22 생각이 깊은 

23 …을 기대하다 24 그러나, 그래도 25 …의 범위를 넘어서

26 미리 27 깨어 있는 28 영향을 미치다 

29 알아내다 30 결합, 조합 31 모이다 

32 산업 33 내 의견으로는  34 매력적인 

35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36 모집하다 

37 시민 38 사려 깊은, 배려하는 

39 …에 바탕을 두다 40 연장하다

B 
01 perfume 02 background 03 balloon 

04 graduation 05 laundry 06 check out 

07 sprain 08 relieve 09 ankle 

10 ceiling 11 empty 12 tight 
13 stair 14 dye 15 nephew 

16 attend 17 discussion 18 salary 

19 regularly 20 nutrient 21 coworker 

22 necessary 23 rude 24 steep 

25 position 26 hunt 27 bathroom 

28 destroy 29 anticipate 30 confident 
31 stage 32 chilly 33 secretary  

34 grocery 35 realize 36 accept 
37 assign 38 waste 39 budget 
40 edit

실전모의고사 4회         pp. 70~71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④  14 ②  15 ③ 

16 ①  17 ④  18 ⑤  19 ⑤  20 ③

01 ⑤

여  곧 파리를 떠나다니 너무 슬퍼. 떠나기 전에 기념품을 사야겠어.

남  무엇을 살 거야?

여  음, 난 다른 도시들을 방문할 때 항상 티셔츠를 모아.

남  그렇구나. 봐봐! 이건 어때? 흰색이고 에펠탑이 프린트되어 있어.

여  음, 에펠탑을 좋아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해.

남  그럼 ‘I love Paris’라고 쓰인 이건 어때?

여  나쁘지는 않지만, 그건 내가 뉴욕에서 샀던 것과 너무 비슷해. 아! 이

걸 봐. 에펠탑이 거꾸로 되어 있고, ‘Paris loves me’라고 쓰여있어. 

나 이걸로 할래.

남  와. 멋진걸.

해설 여자는 에펠탑이 거꾸로 그려지고 ‘Paris loves me’라고 적힌 티

셔츠를 구매할 것이다.

어휘 souvenir [] 기념품  print [] (옷감 등에) 무늬를 

찍다  similar [] 비슷한  upside-down 거꾸로의, 뒤집힌

02 ⑤

여  가족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니?

남  물론이지. 빨리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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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뭘 샀는데?

남  아빠를 위해서는 넥타이, 엄마를 위해서는 스카프를 샀어. 누나에겐 

CD를 줄 거야.

여  네 남동생 Tommy를 위해서는 무엇을 샀니?

남  그 애에게 주려고 장난감 차를 샀어.

여  아, 너 정말 착하구나! 그런데 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어?

남  음… 나는 운동화를 갖고 싶어.

해설 운동화는 남자가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다.

어휘 give away …을 선물로 주다  sneaker [] (~s) 운동화

03 ①

① 여   제 원피스에 묻은 얼룩을 제거해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놓겠습니다.

② 여   나랑 쇼핑몰 갈래? 새 원피스가 필요해.

 남  물론이야. 언제 가고 싶니?

③ 여   나 이 원피스 입은 거 어때?

 남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④ 여   이런! 내 원피스에 커피를 쏟았어!

 남  걱정하지 마. 씻어내면 돼.

⑤ 여   이 원피스를 사고 싶어요.

 남  죄송합니다, 손님. 그건 판매하지 않습니다. 

해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휘 remove [] 제거하다  stain [] 얼룩  spill [] (액체 

등을) 쏟다, 엎지르다  wash off …을 씻어내다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04 ②

여  이 책들을 빌리고 싶은데요.

남  네. 7일 후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여  7일이요? 그게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남  아뇨.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니 7일 후면, 목요일이 되겠죠.

여  알겠습니다.

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건 새로운 시리즈라서 4일 후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반납할게요. 

해설 여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책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어휘 check out (책 등을) 대출하다  return [] 반납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since [] …이래; *…이므로

05 ⑤

여  와! 그거 정말 멋진 컴퓨터다. 비싸겠는걸.

남  맞아. 나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어. 쉽지 않았지. 버스를 타는 대신에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구내식당에서 먹는 대신에 매일 학교

에 도시락을 싸갔고.

여  아르바이트를 했니?

남  응. 주 중에는 아침에 신문 배달을 했어. 그리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

여  너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남  응,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 기뻐.

해설 잔디 깎기는 남자가 돈을 모으기 위해 했던 일로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must have p.p. …했음이 틀림없다  save [] 저축하다  

instead of … 대신에  part-time job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deliver [] 배달하다  convenience store 편의점

06 ②

여  Leonardo 음식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2월 22일 금요일에 저녁 식사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여  물론입니다. 몇 시에 오실 건가요?

남  6시 30분이 어떨까 하는데요?

여  죄송합니다만, 그 시간에는 빈 테이블이 없습니다. 7시는 어떠세요?

남  좋아요.

여  몇 분이나 오십니까?

남  제 아내와 저뿐이에요. 저희 성은 Smith입니다.

여  그리고 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남  014-330-5309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해설 6시 30분에는 빈 좌석이 없어서 7시로 예약을 했다.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free [] 자유로운; *비어 있는  

last name 성(姓)

07 ④

남  안녕. Katie. 부탁할 게 있는데, 네가 바쁘지 않다면 말이야.

여  나 바쁘지 않아. 뭔데?

남  싸이가 콘서트를 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표를 판매한대. 내가 3시에 

회의가 있어서. 나 대신 표를 한 장 사줄래?

여  물론이야. 시도는 해보겠지만, 몇 초 만에 매진될 거라서, 못 살지도 

몰라.   

남  알아, 하지만 고마워!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 대신 콘서트 표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go on sale 판매하다  sold out 매진된 

08 ①

남  안녕, Marsha. 저기 있는 게 뭐야? 

여  내 그림 중 하나야. 몇 주 동안 작업해왔어. 몇 시간 전에 막 끝마쳤어. 

남  와, 나는 네가 화가인지 몰랐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니?

여  음, 사실 길진 않아. 너에게 이걸 보여주게 되어 좀 부끄럽다. 어떻게 

생각하니? 

남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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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남자는 여자의 작품을 보며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

어휘 painting [] 그림  artist [] 화가  embarrassed 

 [t]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thumbs up 격려, 승인(의 표시)

09 ④

여  너는 어디에 앉고 싶니?

남  글쎄, 저 핫도그 맛있어 보인다! 저 핫도그 판매대 가까이에 앉는 게 

어때? 

여  하지만 정말 붐빌 거야. 해변 의자에 앉는 건 어때? 편히 쉬면서 배구 

경기를 볼 수 있어.

남  하지만 오늘 햇볕이 너무 강해. 우린 파라솔 아래에 앉을 수 있어. 햇

볕에 타지 않도록 말이야. 게다가, 바다에도 더 가까울 거야. 

여  생각 잘했어. 핫도그 판매대에서도 멀지 않아!

해설 두 사람은 햇볕에 타지 않도록 파라솔 아래에 앉기로 했다.

어휘 stand [] 판매대  busy [] 바쁜; *붐비는  deckchair 
[] 휴대용 의자  volleyball [] 배구  get sunburned 

햇볕에 타다  plus [] 게다가

10 ⑤

여  이것은 한국인이 기념하는 특별한 전통 명절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있으며,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날부터 추

워지기 시작하며, 한국인들은 이날이 겨울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가족

들은 팥죽을 만들어 함께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다가오는 해를 위한 

행운을 빌어줍니다.

해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팥죽을 먹으며 건강과 행운을 비

는 날은 동지이다.

어휘 traditional [] 전통의  holiday [] 기념일, 공휴일  

celebrate [] 기념하다  day [] 날, 하루; *낮  red bean 팥  

coming [] 다가오는 

11 ②

여  너 항공권은 샀니?

남  응. 인터넷으로 샀어. 이제 여행갈 짐을 챙기고 있어.

여  그럼 정확히 언제 가니?

남  지금부터 겨우 10일 후에. 빨리 가고 싶어. 정말 재미있을 거야.

여  넌 어떤 나라들을 갈 예정이야?

남  한 달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갈 거야.

여  부럽다. 유럽에서 한 달이라. 정말 멋진 여름휴가야!

남  응, 난 이 여행을 오랫동안 계획해 왔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

에 가는 것뿐이야.

해설 남자는 오랫동안 계획한 유럽 여행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어휘 pack [] 짐을 꾸리다  exactly [] 정확히  envy [] 

부러워하다    [문제] jealous [] 질투하는

12 ④

① 여   너 어디에 있었니?

 남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② 여   제가 이 셔츠를 샀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남  죄송합니다. 새 걸로 드리겠습니다. 

③ 여   내 선글라스 봤니?

 남  네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아.

④ 여   우유 사 오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남  그거 재미있겠다.

⑤ 여   나는 하얀 원피스보다 빨간 원피스가 더 나은 것 같아.

 남  나도 빨간 원피스가 마음에 들어.

해설 ④ 우유 사 오는 것을 잊지 않았는지 묻고 있는데, 재미있겠다는 응

답은 어색하다.

어휘 forget to-v …할 것을 잊어버리다

13 ④

남  얼마나 오래 아프셨나요?

여  어젯밤 저녁 식사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양

치를 할 때 또 아팠고요.

남  입을 벌려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  심각한가요?

남  유감스럽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썩은 치아가 세 개 있군요.

여  아, 끔찍하네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남  우선, 때워야 해요. 금이 제일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금으로 때울 것

을 제안해요.

여  알겠어요. 지금 바로 해주실 수 있나요?

남  네. 준비하는 데 몇 분 걸립니다. 

해설 충치가 있는 환자에게 금으로 때우는 치료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의 직업은 치과 의사이다.

어휘 pain [] 고통  decayed [d] 썩은  horrible [] 끔

찍한  filling [] (치아의) 충전재  suggest [] 제안하다  last 
[] 계속하다; *오래가다  

14 ②

여  과학 캠프의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중요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올

해 과학 캠프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몽고메리 학교에서 열릴 예

정입니다. 캠프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재료와 준비물을 위한 20달러

의 비용은 있습니다. 과학 캠프에는 영화 감상, 게임, 과학 실험과 다

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과의 만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프 참가자로 

지원하려면, www.esfsci.com에서 등록하세요.  

해설 과학 캠프의 운영자에 관한 정보는 안내되지 않았다. 

어휘 director [] 책임자  announcement [] 공고, 

발표  fee [] 요금  material [] 재료  supply [] 공급;  

*준비물  experiment [] 실험  field [] 들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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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 지원하다  participant [] 참가자  register 
[] 등록하다  

15 ③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차를 빌리고 싶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  5인승 승용차는 하루에 80달러입니다. 승합차를 빌리기 원하시면 하

루에 100달러에요.

남  승용차를 3일간 빌리는 걸로 하겠어요. GPS가 있는 차를 빌리고 싶

어요.

여  네, 그러면 하루에 10달러씩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해설 승용차 한 대의 하루 대여 요금은 80달러이고, GPS는 하루에 10달

러이므로, 3일간의 총 대여 요금은 270달러($80x3+$10x3)이다.

어휘 rent [] 빌리다  van [] 밴, 승합차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extra [] 추가의  

per [] …마다

16 ①

남  자, 비밀번호를 눌러 주세요.

여  그럴게요.

남  감사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통장 받으세요.

여  고마워요. 아, 직불 카드도 신청하고 싶은데요.

남  물론입니다. 신분증을 다시 보여 주세요. 

여  네. 여기 있어요.

남  신분증을 복사하는 동안,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해설 통장과 직불 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보아,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대

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assword [] 비밀번호  bankbook [] 통장  

apply for 신청하다  debit card 직불 카드  ID card 신분증  fill out 
기재하다, 작성하다  form [] 양식, 신청서

17 ④

남  진수는 미래 고등학교의 졸업반이다. 진수는 노래를 아주 잘하기 때문

에 선생님이 그에게 졸업식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다. 진수는 많은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매일 밤 노래 부르는 것을 연습한

다. 식이 있는 날, 진수는 걱정이 되고 다리에 힘이 없다. 진수의 선생

님이 그를 보고 그에게 걸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선생님이 진수

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진수가 공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으므로,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너는 노래할 기회를 놓쳤구나.

② 너는 연습을 더 해야 했어.

③ 네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단다.

④ 넌 잘 할거야! 그저 긴장을 풀고 즐기렴.

⑤ 네게 실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어휘 senior [] 연장자; *(학교의) 최상급생, 졸업반  anxious 

[]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walk over to …로 걸어서 가다

18 ⑤

남  나는 한국에 가서 너무 신이 나. 이번 주말에 떠나서, 2주 동안 있을 

거야.

여  와! 머무는 동안 뭘 할 거니?

남  서울의 고궁을 방문하고 싶어.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할 거

야.

여  그렇구나. 그런데 너 한국에 친구가 많지, 그렇지 않니?

남  맞아. 나는 내 친구들이 보고 싶어. 사실 그게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할 

일이야.

여  너 정말 바쁘겠구나.

해설 남자는 가장 먼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어휘 palace [] 궁전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by the way 

그런데, 그건 그렇고  actually [] 실제로; *사실은

19 ⑤

여  저 사진 멋지다! 네가 찍었니?

남  내 친구 Eva가 찍었어. 그 애는 정말 재능이 있어. 그 애의 사진은 잡

지에도 실렸어.

여  거실에 그 사진을 걸어야겠는걸. 그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

남  거실에는 이미 가족사진이 있잖아. 너무 많은 사진은 지저분해 보일 

거야.

여  부엌에는 아무 사진도 없잖아.

남  맞아. 하지만 부엌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어. 흠… 다른 제안은 없니?

여  글쎄, 네 침실 벽은 어때?

해설 남자는 사진을 어디에 걸면 좋을지 묻고 있으므로, 장소와 관련된 

답변이 와야 적절하다.

① 난 이 사진을 갖고 싶어.    ② 거실에 그것을 걸어.

③ 넌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④ 그 사진은 미술관에 있어.

어휘 talented [] 재능이 있는  hang [] 걸다  portrait 
[] 초상화; *인물 사진  messy [] 어질러진  suggestion 

[] 제안    [문제] belong in …에 속하다

20 ③

여  Clayton 호텔 접수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화장실의 샤워기에서 차가운 물만 나오네요.

여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오후까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남  하지만 전 오랫동안 조깅을 하고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샤

워를 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이 필요해요.

여  알겠습니다, 손님. 머물고 계신 방이 몇 호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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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03호입니다.

여  바로 수리할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 남자는 객실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므로, 

수리할 사람을 바로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저도 깨끗한 수건이 필요해요. ② 룸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④ 어떤 방을 원하세요? ⑤ 와인을 함께 드시겠습니까?

어휘 reception desk (호텔의) 접수처, 프런트  immediately 

[] 즉시    [문제] repairman [] 수리기사

Dictation Test 4 pp. 72~77

01  1) sad to leave  2) What about this one   
3) it’s too simple  4) similar to the one 

02  1) can’t wait to  2) buy for your brother   
3) By the way

03  1) remove a stain  2) How do I look  3) wash it off   
4) not for sale

04  1) check out these books  2) in seven days   
3) made a mistake

05  1) saved my money  2) delivered newspapers   
3) what I want

06  1) make a dinner reservation   
2) don’t have any free tables  3) How many people 

07  1) I’m not busy  2) go on sale  3) not be able to 
08  1) working on it for weeks  2) a bit embarrassed   

3) give it a thumbs up
09  1) sit close to  2) watch the volleyball game 

3) get sunburned  
10  1) the shortest day  2) the beginning of the winter  

3) wishing each other good health
11  1) packing for the trip  2) be so much fun   

3) for a month  4) all I want to do
12  1) Where have you been  2) Let me get you   

3) looks better than 
13  1) brushed my teeth  2) have three decayed teeth  

3) last the longest
14  1) be held at  2) The camp is free   

3) in different fields 
15  1) rent a car  2) for three days  3) pay an extra $10
16  1) type your password  2) apply for   

3) fill out this form

17  1) told him to sing  2) in front of   
3) walks over to him

18  1) for two weeks  2) during your stay   
3) By the way  4) do before anything else

19  1) hang the photo  2) look messy   
3) have any other suggestions

20  1) have a problem  2) get it fixed  3) take a shower

실전모의고사 5회         pp. 78~79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①  09 ⑤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④  15 ⑤ 

16 ③  17 ②  18 ⑤  19 ⑤  20 ①

01 ⑤

남  와, 네 저녁 파티 초대장을 만들고 있는 거야? 멋져 보인다.

여  그렇게 생각하니? 한동안 이걸 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

남  난 케이크가 가운데 있는 카드가 맘에 들어.

여  처음에는 초가 하나 꽂혀 있는 케이크 하나를 통째로 넣었었는데, 케

이크 한 조각으로 바꿨어.

남  그래, 이 케이크 위에 있는 딸기가 정말 귀엽다.

여  ‘welcome’을 어디에 넣어야 할 것 같아?

남  음… 케이크 바로 위가 좋겠어.

해설 여자의 초대장에는 딸기가 얹혀 있는 조각 케이크가 있고, 그 위에 

‘welcome’이라는 글씨가 들어갈 것이다. 

어휘 invitation card 초대장  for a while 한동안, 얼마간  whole 

[] 전체의  a piece of 한 조각의  

02 ⑤

여  실례합니다. 여기 근처에 제과점이 있나요?

남  네, 하나 있어요.

여  오, 잘됐네요. 여기서 먼가요?

남  아뇨, 버스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여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한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여  한 블록 가서 오른쪽으로 돌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남  두 블록을 걸어간 뒤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게 왼편에 보

일 거예요.

여  정말 감사해요.

해설 제과점은 현재 위치에서 한 블록 직진 후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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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직진한 후 오른쪽으로 돌면 왼편에 있다.

어휘 away [] 떨어져  give directions 길을 알려주다

03 ②

남  Kelly, 너 걱정 있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여  글쎄, 사실은 어제 Jonathan이랑 말다툼을 했어.

남  정말? 너희 정말 좋은 친구잖아.

여  알아. 그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는데. 이제서야 내가 잘못했

다는 걸 깨달았어. 

남  사과하려고 해봤어?

여  그러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  그 애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기 어렵다면, 이메일을 쓰는 게 어때?

해설 다툰 친구와 화해하기 어려워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이메일을 쓰라

고 조언하고 있다.

어휘 bother [] 괴롭히다  argument [] 논쟁; *말다

툼  apologize [] 사과하다  face to face 대면하여, 마주 보고

04 ⑤

남  무슨 일 있니, Jane?

여  내가 학교 노래 동아리에 오디션 봤던 거 기억하니?

남  물론이지. 벌써 새로운 회원을 뽑았니?

여  응.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남  왜? 너 정말 열심히 연습했잖아. 실수라도 한 거야?

여  글쎄,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심지어 노래 가사도 조금 까먹었어.

남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하면 돼.

해설 여자는 열심히 준비한 학교 노래 동아리 오디션에서 떨어져 실망했

을 것이다.

어휘 go blank 텅 비다  even [] 심지어    [문제] calm [] 평

온한  terrified [d] 무서워하는

05 ④

여  내일 엄마 생신 선물을 살 거야. 나랑 같이 갈래?

남  그래, 재미있겠다. 언제 갈 거니?

여  내일 방과 후에 쇼핑몰에서 만나자. 3시 어때?

남  안 돼, 그때는 못 만나. 2시에 밴드 연습이 있어.

여  아, 정말? 연습이 얼마나 걸리니?

남  보통 한 시간 정도면 끝나.

여  그래, 그럼 너 밴드 연습 끝나고 3시 30분에 만나자.

남  좋아! 그때 보자!

해설 여자는 처음에 3시에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남자의 밴드 연습 때문

에 3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along [] (…와) 함께  

06 ③

여  Roy, 들어오실 수 있나요?

남  그럼요, Green 씨. 다 괜찮나요?

여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오후에 있는 회의를 모두 취소해주셨으면 

해요.

남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취소할게요. 그게 다인가요?

여  그리고 Anders 씨와의 회의는 내일 아침으로 일정을 변경해주세요. 

중요한 회의이니 확실히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남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좀 쉬세요, 

Green 씨.

여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해설 여자가 회의 일정 조정을 지시하고 남자가 이를 처리하기로 했으므

로, 두 사람은 상사와 비서 관계이다.

어휘 cancel [] 취소하다  reschedule [] 일정을 변

경하다  make sure 확실하게 하다 

07 ⑤

여  누구나 집에서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항상 집에서 따끈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시내에 새로 문

을 연 Mama’s House에 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음

식은 신선하게 조리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가격

이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기다리세요? 저희 식당은 국립

은행 건너편의 4번가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내내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합니다.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플 때 언제든 들

르기만 하세요.

해설 ⑤ 예약 없이 방문해도 괜찮다고 했다.

어휘 possible [] 가능한  serve [] 섬기다; *음식을 제공하

다  be located on …에 위치해 있다  come by 들르다  whenever 
[] …할 때는 언제나    

08 ①

남  Kate, 안녕. 네 콘서트 표 여기 있어.

여  오, 나 대신 구매해줘서 고마워. 얼마였니?

남  전부 합해서 16달러야. 그러니까 각자 8달러씩이야.

여  알았어. 여기 10달러야.

남  잠깐 기다려. 어… 지금 당장은 너에게 줄 잔돈이 없어. 나중에 줘도 

될까?

여  물론이지. 아무 때나 줘도 돼. 어쨌든 우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10분 

후면 콘서트가 시작해.

해설 표 가격은 8달러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10달러를 줬으므로, 남자가 

거슬러줘야 할 돈은 2달러이다.

어휘 hold on 계속하다; *기다리다  change [] 잔돈  pay back 

돌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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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⑤

남  Samantha, 너 화난 것 같아. 무슨 일이니?

여  저 남자가 휴대전화로 너무 크게 말하고 있어. 참을 수가 없어.

남  맞아, 정말 짜증 나. 남자가 대화하는 말이 전부 들려.

여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즘, 사람들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화로 크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 극장에

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들리잖아.

남  전적으로 동감해.  

해설 두 사람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에 관하여 이야기하

고 있다.

어휘 loudly [] 큰 소리로  stand [] 서 있다; *참다  

annoying [] 성가신  conversation [] 대화  

thoughtful [] 생각이 깊은  public [] 공공의

10 ③

여  정말 멋진 날이다, 안 그래?

남  그래, 맞아. 공원에 가서 날씨를 만끽하는 게 어때?

여  좋은 생각이야. 오, 디지털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진도 좀 찍자.

남  좋아. 하지만 우리는 먼저 가게에 들려야 해.

여  왜? 간식을 좀 사려고?

남  아니. 카메라 건전지가 거의 닳아서 새 건전지를 사야 해.

여  좋아. 공원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르면 돼.

해설 디지털카메라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서, 공원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서 건전지를 사기로 했다.

① 간식 사기  ② 차에 기름 넣기

③ 카메라 건전지 사기  ④ 일기예보 확인하기 

⑤ 카메라 건전지 충전하기 

어휘 stop by 들르다  battery [] 건전지  dead [] 죽은; *(전

지 등이) 다 된   [문제] put gas 주유하다  recharge [] 충전

하다

11 ④

① 여   제 카메라 고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켤 수가 없어요.

 남  지금 바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② 여   이 카메라는 비싸 보여요. 얼마에요?

 남  50달러인데, 더 싼 모델들도 있어요.

③ 여   휴가 때 파리에 가는 거 어때?

 남  그거 좋은데.

④ 여   저희 에펠탑과 함께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카메라를 주세요.

⑤ 여   전 사진술을 배우고 싶어요.

 남  우리 학교에 몇몇 괜찮은 강좌가 있어요.

해설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어휘 turn on (TV 등을) 켜다  expensive [] 비싼  vacation 

[] 휴가 photography [] 사진술

12 ④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제가 이곳에 막 도착했는데, 제 가방을 못 찾고 있어요.

남  어떤 비행기를 타셨죠?

여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303편이에요.

남  알겠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  짙은 갈색이고요. 높이가 50센티미터 정도에요. 그리고 견고한 천으

로 만들어졌어요.

남  이름표가 있나요?

여  네. 거기에 제 이름 Susan Brown을 적었어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해설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가방을 찾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곳은 

공항이다. 

어휘 flight [] 비행; *항공편  describe [] 묘사하다  

missing[] 없어진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tough [] 

질긴, 견고한  fabric [] 직물, 천  name tag 이름표

13 ④

여  여보세요? Walter. 

남  Alison, 안녕? 

여  안녕, 무슨 일 있니?

남  컴퓨터로 숙제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작동이 멈췄어. 뭐가 잘못됐는

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여  아, 나 이제 막 모임에 가려던 참이야. 급한 거니?

남  응, 오늘 이 숙제를 끝내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들러서 이걸 고쳐줄 

수 있을까 해서.

여  알겠어. 모임 끝나고 바로 그곳으로 갈게.

남  알았어. 모임이 끝나면 알려줘.

해설 남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여자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어휘 be about to-v 이제 막 …하려고 하다  urgent [] 긴급한  

wonder [] 궁금하다  fix [] 수리하다  over [] 끝이 난

14 ④

남  엄마,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여  매운 냉면을 만들고 있어. 아빠가 뭔가 매운 걸 드시고 싶대.

남  아, 이런.

여  왜? 뭐가 잘못됐니?

남  음, 전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뭔

가 부드럽고 따뜻한 걸 먹고 싶어요.

여  정말? 심하니? 약 필요해?

남  아니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수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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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론이지. 가서 네 방에서 기다리렴. 다 되면 부를게.

해설 남자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수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spicy [] 양념 맛이 강한, 매콤한  cold noodles 냉면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medicine [] 약  

15 ⑤

남  안녕, 나현아. 너 여름 캠프는 어땠어?

여  안녕! 정말 좋았어. 우리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

남  즐거웠다니 기뻐. 어떤 일들을 했니?

여  음, 수영을 하러 가고 호수에 낚시를 하러 갔어. 그리고 하이킹을 하고 

행글라이딩도 했어.

남  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았어?

여  하이킹이 정말 좋았지만, 행글라이딩이 훨씬 좋았어.

해설 여자는 여름 캠프 중에 행글라이딩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어휘 go hiking 하이킹하다  hang gliding 행글라이딩

16 ③

남  Jenny와 친구들은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모두 다른 할 일들이 

있었다. Harry는 음식을 담당했고, Lindsey는 캠핑 장비를 가져올 

것이었다. Jenny는 그 나머지를 챙길 예정이었다. Jenny는 일기예

보를 확인했고, 주말 내내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캠핑 여행을 미루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Jenny가 친구들에게 할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캠핑을 가는 주말 내내 비 예보가 있으므로 캠핑을 가지 말고 다음 

주말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난 캠핑을 가게 되어 너무 신이 나.

② 다른 산에 가는 것은 어려워.

③ 우리 다음 주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④ 이건 내가 했던 것 중 최고의 캠핑 여행이야.

⑤ 미안하지만, 난 교통을 담당하고 싶지 않아.

어휘 task [] 일, 과업  be in charge of …을 담당하다  

equipment [] 장비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17 ②

여  Jason은 학교 야구팀에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경기마다 벤치

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꿈은 팀의 최고 투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방과 후에, 그는 늦

게까지 경기장에 남아 담장에 공을 던지는 것을 연습했다. 마침내, 그

의 모든 피나는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 그는 커브 공을 던지는 자신만

의 방식을 개발했다. 누구도 그 공을 칠 수 없었다! 그해 말에, 그는 팀

의 스타 선수였다.

해설 Jason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자신만의 커브 공을 던지며 스타 선

수가 되었으므로,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① 시간이 약이다. ②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③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④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어휘 pitcher [] 투수  field [] 들판; *경기장  pitch [] 투

구하다  fence [] 울타리, 담장  pay off 전액을 지불하다; *보상하다  

invent [] 발명하다  curveball [] 커브 공 

18 ⑤

① 남   시청까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여  아, 지하철 2호선을 타면 됩니다.

② 남   내일 스케이트를 타러 갈까 생각 중이야. 

 여  재미있겠다. 나도 가도 돼?

③ 남   네 개에게 얼마나 자주 먹이를 주니?

 여  하루에 한두 번.

④ 남   나 밤새 과학 과제를 했어.

 여  너 정말 피곤하겠다.

⑤ 남   내일 언제 만날까?

 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설 ⑤ 남자가 내일 언제 만날지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답

변이 와야 한다.

어휘 ice skating 빙상 스케이트  feed [fid] 먹이를 주다

19 ⑤

남  올해가 거의 끝났어.

여  그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 새해 전날을 어떻게 보낼 거니?

남  가족과 저녁을 먹을 거야. 만두를 좀 만들려고.

여  만두?

남  응, 그건 아시아 음식의 한 종류야. 먹어 본 적 있니?

여  아니, 없어.

남  정말 맛있어. 우리랑 함께 할래?

여  고맙지만, 안 돼.

남  왜?

여  요즘 피곤해서, 집에 머물면서 쉴 거야.

해설 여자는 새해 전날 함께 만두를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그에 

대한 이유가 와야 한다.

① 빨리 가고 싶어. 

② 초대해줘서 고마워.

③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④ 나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걸 먹을 수 없어.

어휘 dumpling [] 만두    [문제] can’t wait to-v 몹시 …하고 

싶다  allergic to …에 알레르기가 있는  relax [] 쉬다

20 ①

남  실례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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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론이죠. 뭔가요?

남  제가 여기 처음인데, 버스를 잘못 탔나 걱정이 돼서요.

여  어디로 가는데요?

남  플라자 호텔에 가려고요.

여  오, 버스를 제대로 탔어요. 그 앞을 바로 지날 거에요.

남  오, 다행이에요. 얼마나 더 가야 하죠?

여  여기서 다섯 정거장이에요.

해설 남자는 플라자 호텔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이 와야 한다.

② 다른 버스를 타야 해요.

③ 이 버스를 어디서 탔나요?

④ 내가 당신이라면 거기에 가지 않을 겁니다.

⑤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어휘 pass by 지나가다  right [] 정면으로; *바로  farther 
[] 더 멀리 (far의 비교급)   [문제] get on …에 타다

Dictation Test 5 pp. 80~85

01  1) working on it  2) a piece of cake   
3) right above the cake 

02  1) far from here  2) give me directions   
3) on your left

03  1) had an argument with  2) spoken to him   
3) face to face

04  1) had an audition  2) make any mistakes   
3) went blank

05  1) come along with me  2) can’t meet you then   
3) in about an hour

06  1) can you come in  2) cancel all my meetings   
3) make sure to do it  4) go get some rest

07  1) always possible to  2) is cooked fresh   
3) whenever you’re hungry

08  1) ticket for the concert  2) Hold on a minute   
3) hurry up 

09  1) Is something wrong  2) should be more thoughtful  
3) couldn’t agree more

10  1) such a lovely day  2) take some pictures   
3) almost dead

11  1) I’m afraid I can’t  2) think about going   
3) take a picture of us  4) learn photography

12  1) I’ve just arrived here  2) it’s made of   
3) wrote my name on 

13  1) suddenly stopped working  2) Is it urgent   
3) come over and fix  4) Let me know 

14  1) making for dinner  2) not feeling very well   
3) make me some soup

15  1) How was summer camp  2) fishing in the lake   
3) a lot of fun

16  1) are planning for  2) in charge of  3) take care of  
4) put off 

17  1) decided to try harder  2) hard work paid off   
3) By the end of 

18  1) how to get to  2) feed your dog  3) my science 
project  4) would you like to meet

19  1) Time flies  2) Have you ever tried  3) join us

20  1) ask you a question  2) I’m worried   
3) How much farther 

실전모의고사 6회         pp. 86~87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7 ⑤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⑤  14 ⑤  15 ⑤ 

16 ⑤  17 ⑤  18 ③  19 ⑤  20 ③

01 ①

여  이봐, John. 요가 수업 어땠어?

남  어려웠지만, 좋았어. 어제 새로운 동작을 배웠는데 어려웠어.

여  그래? 어떤 건데?

남  우선, 누워서 팔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몸 옆에 놓아. 그러고 나

서 다리를 머리 위로 올려.

여  머리 위로? 그다음에는?

남  다음에는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등을 쭉 펴. 듣기보다 어려워.

여  내가 한번 해볼게. 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등

은 느낌이 정말 좋아!

해설 누워서 몸 옆에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두고, 다리를 머리 위로 

올려 발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동작이다. 

어휘 lie down 눕다  place [] 장소; *놓다  palm [] 손바닥  

lift [] 들어 올리다  stretch [] 쭉 펴다  toe [] 발가락  give 

it a try 한번 해보다

02 ⑤

여  안녕! 바빠 보이네. 어디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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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어, 안녕! 전시회에 가는 길이야.

여  무슨 전시회?

남  피카소 전이야. 미술관에서 피카소의 많은 걸작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

어.

여  와, 멋지다! 너 미술을 좋아하니?

남  응, 많이 좋아해.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

여  멋지구나. 너 화가가 되고 싶니?

남  아니,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

거든.

여  네 꿈이 이루어지길 바랄게.

해설 남자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exhibition [] 전시회  expect [] 기대하다  

masterpiece [] 걸작, 명작  art [] 미술   

 [문제] photographer [] 사진가

03 ③

여  어른 입장권 하나와 학생 입장권 두 장 주세요.

남  네. 여기 표 세 장 있습니다.

여  고맙습니다. 아, 몇 시에 문을 닫죠?

남  여섯 시에 닫습니다.

여  그렇군요. 오늘 새끼 곰을 볼 수 있나요?

남  죄송하지만, 볼 수 없습니다. 몇 일째 아프거든요.

여  유감이네요. 그러면 사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쭉 걷다가 기린이 보이면 왼쪽으로 꺾으세요.

여  알겠습니다. 사슴에게 줄 먹이를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남  죄송하지만, 사슴에게 먹이를 주실 수 없어요.  

해설 입장권을 사고, 동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

는 장소는 동물원이다. 

어휘 adult [] 성인  a few 약간, 몇몇  deer [] 사슴 (복수형 

deer)  giraffe [] 기린  

04 ④

남  캠핑 갈 준비 다 됐니?

여  네, 거의 다 됐어요. 침낭과 손전등을 챙겼어요.

남  간식은 쌌니?

여  네, 가방에 초콜릿 바랑 물을 넣었어요.

남  텐트는?

여  텐트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Jack이 가져올 거에요. 제 것을 가져 

갈려고 했는데, 너무 낡았길래 Jack에게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  잘됐네! 모자나 선글라스도 잊지 말아라. 밖에 햇볕이 아주 뜨겁단다.

여  네, 제 모자를 챙겼어요. 아빠!

해설 Jack이 텐트를 가져오기로 해서, 여자는 텐트를 가져갈 필요가 없

다고 했다.

어휘 pack [] (짐 등을) 꾸리다  sleeping bag 침낭  lantern 

[] 손전등, 랜턴

05 ④

남  주하야, 너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니?

여  나는 매일 영자 신문을 읽어.

남  우와. 영어로 된 TV 프로그램도 보니?

여  응. 나는 미국 드라마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

웠지만, 지금은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어.

남  멋진데! 그 밖에는 뭘 하니?

여  영어 일기를 쓰고 외국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영어로 채팅을 해.

남  좋은 방법들이구나.

해설 여자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자 신문 읽기, 미국 드라마 시청, 

영어 일기 쓰기, 영어로 친구들과 채팅하기를 한다고 했다.

어휘 improve [] 향상시키다  subtitle [] (영화 등의) 

자막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  chat online 온라인에서 채팅하다  

foreign [] 외국의

06 ①

① 여   우리 교통 체증에 갇혔어. 늦을 것 같아. 

 남  걱정하지 마. 아직 시간이 있어.

② 여   우리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

 남  저쪽에 빈자리가 있어.

③ 여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어.

 남  한 블록 더 걸어가자.

④ 여   속도 위반 딱지를 끊겠습니다.

 남  아, 정말 죄송합니다.

⑤ 여   제 차 수리를 맡기려고요.

 남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설 교통 체증으로 꽉 막혀 있는 도로에서 차에 탄 채 나누는 대화이다.

어휘 traffic jam 교통 체증  crosswalk [] 횡단보도  ticket 
[] 표; *(교통 위반) 딱지  speeding [] (차량의) 속도 위반

07 ⑤

남  Rebecca! 너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거 봤어.

여  그랬니? 나 오늘 정말 피곤하거든.

남  정말? 무슨 일 있니?

여  어젯밤에 잘 못 잤어.

남  숙제가 아주 많거나 뭐 그랬어?

여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잠들 수가 없었어.

남  네 이웃 때문에?

여  아니. 남동생이 밤늦게까지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 그게 정

말 짜증났어.

해설 여자는 남동생이 밤늦게까지 TV로 축구 경기를 보는 소리가 시끄러

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다.

어휘 doze off 꾸벅꾸벅 졸다  fall asleep 잠이 들다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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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annoying [] 짜증스러운

08 ③

남  영화가 언제 시작하지?

여  5시에.

남  그럼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한 시간이 있구나.

여  응. 그런데, Billy는 어디에 있는 거지? 오고 있니?

남  10분 안에 올 거야.

여  알겠어. 그럼 우리에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50분이 있다는 거네. 영

화 보기 전에 우리 뭘 할까?

남  글쎄, 난 지금 배가 아주 고픈데, 그래서 Billy가 오면 영화 보기 전에 

간식을 먹는 게 어때?

해설 남자는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어휘 anyway [] 그런데, 그건 그렇고  quite [] 꽤, 상당히

09 ②

남  맘에 드시는 게 있습니까, 손님?

여  이 신발이 맘에 드네요.

남  그것도 멋지지요, 그런데 대신 저건 어떠세요? 더 멋지고 할인 중이에

요.

여  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얼마죠?

남  가격표에서 20%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여  그렇군요. 100달러네요. 그리고 추가로 신발끈도 주세요.

남  여기 있습니다. 신발끈은 원래 4달러인데 50% 할인 중이에요.

여  좋네요. 그걸 살게요.

해설 100달러인 신발을 20% 할인받으면 20달러, 4달러인 신발끈을 

50% 할인받으면 2달러이므로, 여자는 총 22달러를 할인받는다.

어휘 tag [] 정가표  shoelace [] 신발끈

10 ③

여  우리 슈퍼마켓 배치를 다시 해야 해요. 과일과 채소는 어디에 둘까요?

남  음, 입구 근처인 A 구역에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여  좋아요, 일리가 있어요.

남  그럼, 통조림은요?

여  B 나 E 구역이 어때요? 거기가 보관 창고와 가까워요. 

남  내 생각엔 사람들이 나가는 길에 작은 물품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계산원과 가까운 구역이 좋을 것 같아요. 

여  그렇네요. 우리 그곳에 놓아요!

해설 통조림은 사람들이 나가는 길에 들고 갈 수 있도록 계산원과 가까운 

구역에 놓기로 했다. 과일과 채소를 놓기로 한 A 구역을 제외하면 계산원

과 가까운 구역은 C 구역이다. 

어휘 rearrange [] 재배치하다  entrance [] 입구  

make sense 이치에 맞다, 일리가 있다  storage [] 저장고, 보

관소  cashier [] (상점 등의) 계산원

11 ⑤

남  건강 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검사 전에 기본 정보가 필요해요.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

시겠어요?

남  Alex Kim입니다. 26세이고요.

여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세요?

남  아니요.

여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체중, 시력, 청력을 체크하실 거에요. 콘택

트렌즈를 끼고 있나요?

남  네, 렌즈를 빼야 하나요?

여  네. 원하시는 다른 검사가 있나요?

남  아니요.

여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어요.

해설 남자는 추가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휘 medical checkup 건강 검진  examination [] 조

사, 검사  basic [] 기초의, 기본의  regularly [u] 규칙적

으로  vision [] 시력  hearing [] 청력  contact lens 콘택

트렌즈  take out 꺼내다 

12 ③

남  어디 가는 길이니?

여  야구경기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야.

남  경기는 어땠어?

여  정말 흥미진진했어. 마지막이 되어서야 승자가 결정이 났어. 하지만 

David Park의 홈런 덕분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

남  와,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신인 선수니?

여  응, 하지만 정말 잘해. 온라인에서 그 선수에 대해 더 알 수 있을 거야.

남  정말? 전화로 지금 바로 봐야겠다.

해설 남자는 휴대전화로 David Park 선수에 대한 정보를 바로 찾아보겠

다고 했다.

어휘 winner [] 우승자  find out 알아내다  take a look 한번 

보다

13 ⑤

① 남   나 식료품점에 가는 길이야.

 여  오렌지 좀 사다 줄래?

② 남   죄송하지만, 현재 일인실은 빈 방이 없습니다. 

 여  그럼 이인실도 괜찮습니다. 

③ 남   새 학교는 어때?

 여  모든 게 좋아.

④ 남   서울역까지 얼마나 머니?

 여  여기서 여섯 정거장이야.

⑤ 남   겨울 방학이 너무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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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걱정하지 마. 다음이 네 차례야.

해설 ⑤ 겨울 방학이 기대된다는 말에 다음이 네 차례라는 응답은 어색하다.

어휘 grocery store 식료품점

14 ⑤

여  우와, 네 노트북 컴퓨터 굉장히 오래되어 보여. 얼마나 됐니?

남  7년 됐어.

여  너무 크고 무거워 보인다. 새것을 사지 그러니? 최신 기능을 모두 갖

춘 더 얇고 더 가벼운 모델을 살 수 있어.

남  하지만 내 것도 작동이 잘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여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남  난 정말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작동이 되는 한 난 가지고 있을 생

각이야. 

해설 최신 컴퓨터를 새로 살 것을 권유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작동에 아무

런 문제가 없으므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어휘 slimmer [r] 더 얇은 (slim의 비교급)  latest [] 최신

의  function [] 기능  outdated [] 구식인

15 ⑤

여  저기, 그 의자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남  아, 침실 전구를 갈아야 해서요. 한 개가 나갔어요.

여  알았어요. 그거 가는 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남  아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몇 분이면 될 거예요.

여  좋아요. 조심하세요.

남  아… 저기, 여보? 여기 와서 의자를 잡아 줄 수 있어요?

여  물론이죠. 당신이 떨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전구를 가는 동안 의자를 잡아달라고 했다. 

어휘 light bulb 전구  burn out 다 타다  fall down 떨어지다

16 ⑤

여  Amy는 시내로 가는 지하철에 있다. Amy는 낯이 익은 남학생을 본

다. 잠시 후, Amy는 그 애가 누구인지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 애의 이름이 초등학교 친구인 Tim이라고 생각한다. Amy는 아주 

확실하다고 느껴서 그 애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다. 그 애가 돌아보자, 

Amy는 그 애가 Tim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이 상황에서, Amy가 

그 소년에게 할 말로 가장 적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낯선 사람을 친구로 착각하고 인사했으므로,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네요.

② 당신이 실수한 것 같아요.

③ 유감이지만 이 근처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④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⑤ 죄송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휘 downtown [] 시내로  familiar [] 낯익은  

turn around 돌아보다

17 ⑤

남  지난 화요일에 쓰나미가 인근 섬을 휩쓸었습니다. 약 200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지금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쓰나미는 사람들이 집을 잃게 했고, 그들은 식량

과 기초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옷이나 담요 같은 작은 것들

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돈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여러분의 이웃

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세요. 

해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도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어휘 tsunami [] 쓰나미 (지진에 의한 해일)  nearby 

[] 가까운  island [] 섬  escape [] 벗어나다  

homeless [] 집 없는  lack [] 부족하다  supply [] 

보급품  blanket [] 담요  give a hand 돕다

18 ③

여  Speedy Pizza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Sam Smith인데요. 한 시간에 전에 피자를 주문했

어요.

여  피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네, 문제가 있어요. 피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  정말 죄송합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남  North가 7374번지에요.

여  잠시만요.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직원이 30분 전에 여기서 출발했어

요. 무슨 일인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방 다시 전화드릴게

요. 괜찮으신가요?

남  좋아요. 기다릴게요.

해설 남자는 한 시간 전에 주문한 피자가 도착하지 않아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어휘 order [] 주문하다  for sure 확실히 

19 ⑤

남  실례합니다, 부인.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  아마도요. 뭔데요?

남  여기에 제 자전거를 뒀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여  정말 안됐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남  음, 누구든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셨나요?

여  아니요. 유감입니다.

남  전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인.

여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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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전거를 잃어버린 남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으므로, 

그에 대한 조언이 와야 한다. 

① 전 정말로 누가 그것을 훔쳤는지 못봤어요.

② 전 당신의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③ 제가 당신의 자전거를 찾으면 연락할게요.

④ 전 당신이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휘 steal [] 훔치다 (steal-stole-stolen)  suspicious 

[] 의심스러운   [문제] police station 경찰서 

20 ③

남  얘, Martha, 정말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여  일이 꽤 바쁘지만, 모든 게 좋아.

남  너희 회사에서 새 패션 기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

여  응, 그래.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있니?

남  응.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원해. 너 경험이 좀 있니?

남  응. 패션 잡지사에서 3년간 일했어. 작년에 내 기사로 상도 받았어.

여  넌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

해설 남자가 입사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으므로, 그에 대

한 적절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① 내가 그 자리에 지원해도 될까?

② 우리는 유능한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

④ 축하해. 너는 필기시험을 통과했어.

⑤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기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어휘 reporter [] 기자  award [] 상  reporting 

[i] 보도    [문제] position [] 자세; *직  talented 

[] 유능한  right [] 옳은; *적당한  written test 필기시험

Dictation Test 6 pp. 88~93

01  1) It was hard  2) next to your body   
3) harder than it sounds

02  1) going to an exhibition  2) expecting to see   
3) love painting pictures  4) like teaching children

03  1) what time do you close  2) He’s been sick   
3) Keep walking straight  4) can’t feed them

04  1) almost done  2) don’t need to bring   
3) Don’t forget your cap 

05  1) improve your English  2) hard to understand   
3) keep an English diary 

06  1) We’re stuck in  2) an empty spot   
3) a ticket for speeding  4) have my car repaired

07  1) doze off during class  2) didn’t sleep well   
3) I couldn’t fall asleep

08  1) What time  2) on his way  3) I’m quite hungry 

09  1) see anything you like  2) they’re on sale   
3) on the tag  4) I’ll take them

10  1) put them in  2) that makes sense   
3) on their way out

11  1) get a medical checkup  2) check your weight   
3) Nothing else

12  1) going back home  2) heard of him  3) take a look 

13  1) Can you get me  2) How do you like   
3) I can’t wait for 

14  1) How old is it  2) a little outdated  3) As long as 

15  1) burned out  2) Just be careful  3) come over here  
4) fall down

16  1) looks familiar  2) says hello to him   
3) most likely say 

17  1) escaped safely  2) help them by sending   
3) give them a hand

18  1) ordered a pizza  2) hasn’t arrived yet   
3) half an hour ago

19  1) must have stolen  2) I’m afraid not    

20  1) looking for  2) with a lot of experience   

Word Test 4~6    pp. 94~95

A
01 거꾸로의, 뒤집힌 02 …이래; …이므로 03 …을 씻어내다 

04 팔려고 내놓은 05 한동안, 얼마간 06 길을 알려주다 

07 대면하여, 마주 보고 08 확실하게 하다 09 계속하다; 기다리다

10 들어 올리다 11 향상시키다 

12 양념 맛이 강한, 매콤한   13 교통 체증 

14 썩은 15 공공의 16 들르다 

17 묘사하다 18 꾸벅꾸벅 졸다

19 이치에 맞다, 일리가 있다 20 없어진 

21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22 신청하다 

23 …을 담당하다 24 장비 25 미루다, 연기하다

26 기능 27 다 타다 28 시내로 

29 전액을 지불하다; 보상하다 30 구식인 

31 질긴, 견고한 32 섬기다; 음식을 제공하다 

33 돕다  34 기자 35 상 

36 …에 알레르기가 있는  37 요금 

38 재능이 있는 39 어질러진 40 즉시

B 
01 similar 02 remove 03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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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articipant 05 palm 06 stretch 

07 exhibition 08 toe 09 deer 

10 feed 11 keep a diary 12 crosswalk 

13 celebrate 14 suggest 15 last 
16 palace 17 conversation 18 island 

19 urgent 20 fabric 21 stain 

22 argument 23 escape 24 masterpiece 

25 photographer 26 giraffe 27 fall asleep 

28 entrance 29 vision 30 foreign 

31 experiment 32 register 33 bankbook  

34 material 35 suspicious 36 homeless 

37 invent 38 fill out 39 portrait 
40 steal 

실전모의고사 7회        pp. 96~97

01 ④ 02 ② 03 ① 04 ② 05 ③

06 ⑤ 07 ③ 08 ③ 09 ⑤ 10 ⑤

11 ⑤ 12 ⑤ 13 ②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③ 19 ③ 20 ⑤

01 ④

남  저 개들 좀 봐. 귀여워!

여  정말 그래. 드디어 애완견을 갖게 돼서 행복해!

남  그래서 어떤 것을 사고 싶니?

여  모르겠어. 고르는 게 쉽지 않네.

남  저 하얀색 개는 어때?

여  안 돼, 우리 집에서 키우기에는 너무 커. 뒤에 있는 작은 갈색 개가 나

한테 좋을 것 같아.

남  등에 검은색 점이 있는 개?

여  아니, 귀가 큰 것 말이야. 그걸 사야겠다.

해설 여자가 사려는 개는 작고 갈색이며 귀가 크다.

어휘 choose [] 고르다, 선택하다  spot [] 장소, 지점; *반점

02 ②

여  오빠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서 오빠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싶어.

남  뭐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니?

여  오빠는 새집에 진공청소기가 필요해.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싸.

남  그러면 커피메이커는 어때? 오빠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여  좋은 생각이지만 오빠는 이미 갖고 있어.

남  그러면 토스터기나 면도기는 있나? 지금 Macy 백화점에서 30퍼센트 

할인하고 있는 것들을 봤거든.

여  정말? 오빠의 면도기가 너무 낡아서 새것을 원할 것 같아.

해설 여자는 오빠가 면도기를 원할 것 같다고 했다. 

어휘 move out 이사를 나가다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razor 
[] 면도기

03 ①

남  아, 영화가 시작하기까지 30분밖에 안 남았어.

여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도로가 차로 꽉 찼어.

남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혼잡한 시간대도 아니잖아.

여  글쎄, 앞에 사고가 났거나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남  어떻게 하지? 교통체증에 꼼짝 못 하고 있어.

여  모르겠어. 30분 동안 겨우 한 블록을 움직였어. 교통체증이 금방 나아

지지 않으면 우리 표를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 

남  이 도로에서 이런 심한 교통체증은 처음이야.

해설 두 사람은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의 차 안에 있다.

어휘 in time 제시간에  be packed with …로 꽉 차다  rush hour 

붐비는 시간  up ahead 그 앞쪽에  be stuck in traffic 교통 체증에 꼼

짝 못 하다  cancel [] 취소하다    [문제] parking lot 주차장

04 ②

여  토요일 저녁에 클래식 음악 콘서트가 열릴 거야.

남  알아, 하지만 나는 못 갈 것 같아. 콘서트는 7시에 시작하지만, 나는 8
시에 공항으로 친구를 데리러 가야 하거든.

여  오후 공연에 가는 건 어때?

남  오후 공연이 있어?

여  응, 2시에. 그게 내가 가는 거야.

남  좋아! 같이 갈 수 있겠다.

여  좋아. 지하철역에서 1시 30분에 만나자.

남  좋은 생각이야.

해설 남자는 저녁때 공항에 친구를 데리러 가야 하므로, 여자와 함께 오

후 2시 공연을 보기로 했다.

어휘 performance [] 공연

05 ③

남  이 만화책들을 빌리고 싶어요.

여  네.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책 다섯 권을 고르셨네요.

남  네. 얼마예요?

여  한 편에 2달러예요.

남  그러면 다해서 10달러인가요?

여  아, 잠시만요. 그중 두 편은 신작이네요. 신작은 한 편에 3달러예요.

남  그렇군요. 여기 15달러요.

여  여기 잔돈이요. 일주일 안에 반납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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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작 2편($3×2), 일반 3편($2×3)을 빌렸으므로, 남자는 총 12달

러를 내야 하는데 15달러를 냈으므로, 거스름돈은 3달러를 받게 된다. 

어휘 rent [] 빌리다, 대여하다  in total 총계  release [] 

(CD·책의) 신 발매된 작품  change [] 거스름돈  within [] 

…이내에

06 ⑤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여기 처방전이요.

여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일분이에요. 하루에 두 번 한 알씩 드세요.

남  알겠습니다. 이 약을 식사 후에 먹어야 하나요?

여  네. 그런데 아침이랑 저녁에 다른 알약을 드셔야 해요.

남  아, 알겠습니다. 어떤 게 아침에 먹는 거죠?

여  초록색 동그란 알약 보이시죠? 아침에는 그거 하나를 드세요.

남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해설 처방전을 건네주고 약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보아, 약사와 환

자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rescription [] 처방전  pill [] 알약     

[문제] pharmacist [] 약사

07 ③

여  여보세요, John. 무슨 일이야?

남  야! 너 어디야? 밖이니?

여  응, 언니랑 영화 보러 가는 중인데.

남  그렇구나. 아무튼, 숙제 적는 걸 또 잊어버려서 전화했어.

여  숙제? 아, 수학 숙제 말하는 거구나!

남  응. 뭐였지?

여  사실, 나 적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Max한테 전화해보는 

게 어때?

남  알았어, 그럴게. 재미있게 놀아!

해설 남자는 수학 숙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어휘 write down …을 적다  exactly [] 정확하게

08 ③

남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James Brown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전데요. 누구십니까?

여  안녕하세요, 길에서 당신의 지갑을 주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전화해요.

남  아, 잘됐네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여  그 안에서 당신의 명함을 찾았는데 전화번호가 거기에 있었어요.

남  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여  지갑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남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거기로 갈게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남자는 고마움을 느끼

고 있다.

어휘 wallet [] 지갑  business card 명함  in person 직접    

 [문제] grateful [] 감사하는  satisfied [d] 만족하는

09 ⑤

남  Sandy! 새집을 샀다고 들었어. 언제 이사해?

여  사실 이미 했어. 지난주에 이사했어.

남  정말? 그래 새집은 어때?

여  침실이 세 개야. 남편과 내가 쓸 방 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쓸 방 

두 개가 있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자기 방을 가지게 됐어.

남  네 아들들이 그 점을 무척 좋아하겠는데.

여  맞아. 그리고 부엌이 커. 아주 마음에 들어!

남  잘됐네. 정원이 있니?

여  응!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뻐. 오늘 오후에 정원 정리를 하고 꽃을 좀 

심을 계획이야.

남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해설 여자는 오후에 정원을 정리하고 꽃을 심을 계획이다. 

어휘 own [] 자신의  clean up 청소하다  plant [] 심다   

10 ⑤

여  난 지난주에 있었던 체육대회가 정말 좋았어.

남  맞아, 흥미진진했어, 그렇지 않았니?

여  그랬어. 모든 행사 보는 것을 즐겼는데, 특히 농구 경기가 재미있었어.

남  나도. 그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어. 그리고 Ted가 MVP였잖아! 그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지 몰랐어.

여  나도 몰랐어. 나는 키가 큰 사람들만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남  그러니까 말이야! 그는 키가 크지 않아도, 정말 잘했어!

해설 키가 작아 농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기를 잘해낸 

선수와 관련하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속담이 적절하다.

①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

② 재난은 반드시 한꺼번에 온다.

③ 옷이 날개다.

④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자가 승리한다.

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어휘 athletics day 체육대회  especially [] 특히  

11 ⑤

남  이것이 리모델링 후의 서점 배치도에요. 잡지는 어느 구역이 좋을까요?

여  A 구역이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잡지를 볼 수 있어요.

남  우린 베스트셀러들을 그 구역에 놓을 거예요.

여  음. 계산원 옆에 있는 구역에 놓는 건 어때요?

남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잡지가 눈에 더 잘 띄고 사람들이 더 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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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좋아요! D 구역 아니면 E 구역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남  음, C 구역 때문에 D 구역은 복잡할 것 같아요.

여  동의해요. 그럼 우린 한 가지 선택권 밖에 없네요.

해설 계산원 옆인 D와 E 구역 중에서, 복잡하지 않은 E 구역에 잡지를 놓

기로 했다.

어휘 remodeling [i] 주택 개보수, 리모델링  section 

[] 구역  noticeable [] 눈에 띄는  crowded [] 

붐비는  option [] 선택권 

12 ⑤

여  저녁 정말 근사했어요. 시간도 늦어지는데 이제 집에 가야 할 거 같아

요. 여기에 올 때 지하철을 탔는데, 두 번 갈아타야 했어요. 꽤 오래 걸

리더라고요.

남  아, 하지만 당신 집까지 곧장 가는 버스가 있어요.

여  정말이에요? 그게 어떤 버스에요?

남  142번입니다. 정류장이 Standard 은행 근처에요.

여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어두워지고 있어요. 갑시다.  

해설 여자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몰라서 남자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

했다. 

어휘 head [] (특정 방향으로) 가다  transfer [] 갈아타다   

13 ②

여  Shawn, 쇼핑몰에 가자. 쇼핑 목록은 가지고 있니?

남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여  어디 보자. 펜, 연필, 공책, 그리고… CD?

남  그건 제 친구 Ben에게 주려고요. 내일이 그 애 생일이거든요.

여  그렇구나. 그런데 네 누나가 안 쓰는 연필이 많더라. 누나 것 중에 몇 

개를 쓰면 되겠네.

남  네. 그럼 사지 않을게요.

여  아, 그리고 너 새 사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남  맞아요. 서점에도 들러야 해요.

해설 남자의 누나에게 안 쓰는 연필이 많이 있어서, 연필은 안 사기로 했다.

어휘 drop by …에 잠깐 들르다

14 ⑤

①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어느 것이 최신 모델인가요?

② 여  안녕하세요. 오늘 몸이 좀 어떠세요?

 남  제 손가락 좀 봐주시겠어요? 부러진 것 같아요.

③ 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  이것을 반환하고 환불받고 싶어요.

④ 여  서비스 센터에 어떻게 가나요?

 남  한 블록 직진하셔서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

⑤ 여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화면이 깨졌어요. 수리를 해주세요. 

해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기러 온 상황이다. 

어휘 latest [] 최신의  broken [] 부러진, 깨진   get a 

refund  환불받다  screen [] 화면

15 ⑤

① 여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남  아, 죄송해요. 소리를 줄일게요.

② 여  어떻게 지냈어?

 남  꽤 바빴어.

③ 여  이건 내가 본 영화 중 최악이야.

 남  왜 그렇게 생각해?

④ 여  어떤 음식점으로 결정했어?

 남  은행 옆에 있는 새로 문을 연 프랑스 음식점으로.

⑤ 여  도서관은 학교에서 얼마나 머니?

 남  도서관은 매일 열어.

해설 ⑤ 도서관이 학교에서 얼마나 먼지 묻는 말에 도서관이 매일 문을 

연다는 응답은 어색하다.

어휘 turn down 소리를 줄이다  volume [] 음량

16 ④

남  안녕하세요, Holiday 호텔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다음 주말에 2인용 침대가 있는 객실을 예약하고 싶은데

요. 그러니까 8월 19일에서 21일까지요.

남  알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  Gillian Thompson입니다.

남  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으세요, 아니면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으세

요?

여  음,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남  알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하룻밤에 300달러인 방이 하나 가능합니

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의 방이네요.

여  좋아요.

남  네. 손님은 2인실로 2박을 예약하셨습니다.

여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호텔 직원은 바다가 보이는 객실로 예약을 해주었다.

어휘 book [] 예약하다  view [] 전망  ocean [] 바다  

either [] 어느 쪽도  available [] 이용 가능한  reserve 

[] 예약하다

17 ⑤

남  Douglas는 아파서 수업에 빠졌다. 그의 학급 친구 Eva가 그가 괜찮

은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다. Eva는 그가 수업에서 듣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Eva는 그에게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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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중요한 사항을 배웠다고 말한다. Douglas는 Eva가 그에게 공

책을 빌려주길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Douglas가 Ev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Douglas는 Eva가 공책을 빌려주길 원하고 있으므로, 필기한 것을 

자신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적절하다.  

① 좀 나아졌니?

② 너 시험 잘 봤니?

③ 너희 공부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④ 다음 주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낼게.

⑤ 네가 필기한 것을 나한테 빌려주겠니?

어휘 ill [] 아픈  classmate [] 학급 친구  find out 알아내다 

18 ③

남  어떻게 지냈니?

여  좋았어. 나 지난 여름에 결혼했어.

남  축하해. 넌 아직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니?

여  아니, 지금은 여행사에서 일해.

남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데?

여  남편도 여행사에서 근무해.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거야.

남  음,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쁘다.

여  넌 어때?

남  난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지.

해설 여자는 현재 여행사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어휘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  travel agency 여행사

19 ③

여  우리 졸업식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다니 믿기지 않아.

남  나도 안 믿겨.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여  졸업 후에 넌 뭐 할 거야?

남  대학원에 갈거야. 너는?

여  나는 몇몇 회사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남  너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니?

여  나는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

해설 앞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답변이 와야 자연스럽다.

① 나는 일주일에 5일 근무해. ②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④ 나는 예전에 기자로 일했어. ⑤ 졸업을 축하해!

어휘 graduation [] 졸업  graduate school 대학원  

apply [] 지원하다  several [] 몇몇

20 ⑤

남  너 시내에 새로 생긴 극장에 가본 적 있니?

여  아직, 하지만 거기서 정말 멋진 뮤지컬이 공연 중이라고 들었어.

남  맞아. <Wicked>야! 초연 배우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 너 그 뮤지컬 관

람에 관심 있니?

여  응, 하지만 표를 살 여유가 없어.

남  있지? 나 그 뮤지컬 표가 두 장 있어.

여  정말? 어디서 얻었어?

남  우리 누나가 줬어. 나랑 같이 갈래?

여  정말 좋다. 몇 시에 시작해?

해설 뮤지컬에 함께 가자고 했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응

답이 와야 적절하다.

① 나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

②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③ 표가 너무 비싸.

④ 미안하지만, 나는 그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아.

어휘 original [] 원래의, 최초의  cast [] 출연 배우  

can’t afford to-v …할 여유가 없다  wonderful [] 아주 멋진

Dictation Test 7 pp. 98~103

01  1) have a pet  2) not easy to choose   
3) too big to keep  4) with the big ears

02  1) have something in mind  2) has one already   
3) he’d like a new one

03  1) is packed with cars  2) must be an accident   
3) stuck in traffic  4) get better soon

04  1) pick up my friend  2) go together   
3) Sounds good to me

05  1) rent these comic books  2) in total   
3) within a week

06  1) have a prescription  2) twice a day   
3) take different pills 

07  1) Are you out  2) write down the homework   
3) Why don’t you call 

08  1) Who’s calling please  2) how to thank you   
3) thank you in person 

09  1) what’s it like  2) must be excited about   
3) Good for you  4) clean up the garden 

10  1) enjoyed watching all the events   
2) such a great player  3) were good at

11  1) after remodeling  2) more noticeable   
3) Which is better  4) have only one option

12  1) head home now  2) Which bus is it   
3) It’s getting dark

13  1) Here it is  2) By the way  3) drop by the bookstore

14  1) Can you tell me  2) take a look at   
3) just around the corner  4) have it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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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turn down the volume  2) I’ve been pretty busy  
3) What makes you say that  4) How far is the library 

16  1) book a room  2) Can I get your    
3) either would be fine  4) reserved a double room 

17  1) missed his class  2) calls him to find out   
3) lend him her notebook

18  1) got married  2) work at a travel agency   
3) how we met  4) how about you

19  1) Me neither  2) apply to several companies  

20  1) Have you been to  2) can’t afford to   
3) gave them to me

실전모의고사 8회         pp. 104~105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② 08 ⑤ 09 ③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⑤ 17 ① 18 ③ 19 ⑤ 20 ⑤

01 ④

여  저거 봐. 너 새 운동 기구 샀니?

남  응. 어제 샀어.

여  만족스럽니?

남  응, 좋은 것 같아.

여  난 정말 체중을 줄여야 해. 하지만 겨울에 운동하기는 정말 힘들어.

남  맞아. 그게 내 운동 기구의 제일 좋은 점이야. 겨울에 밖에서 자전거를 

탈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텐데, 이건 언제든지 탈 수 있거든.

여  멋지다. 내가 한 번 타봐도 되니?

남  물론이지.

해설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신 탈 수 있는 운동기구는 실내

용 자전거이다.

어휘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exactly [] 정확히; *(맞장구치는 말로) 맞아  try out 시험해 보다

02 ③

여  우리 미술 전시회 준비를 하자. 초상화는 어느 구역이 가장 좋을까?

남  내 생각에는 D 구역이 좋을 것 같아. 가장 큰 구역이잖아. 

여  음. 거기에는 풍경화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많잖아.

남  네 말이 맞아. 음, A 구역과 E 구역은 너무 작아. C 구역은 어떨까?

여  음, B 구역이나 C 구역 둘 다 괜찮네. 그것들은 크기가 같아. 너는 어

느 구역이 더 나은 것 같아?

남  난 출구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 더 마음에 들어.

여  좋아! 우리 거기에 놓자!

해설 두 사람은 초상화를 출구 바로 옆에 있는 C 구역에 놓기로 했다.

어휘 exhibition [] 전시회  portrait [] 초상화  

landscape [] 풍경화  exit [, ks] 출구

03 ④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Samuel Anderson입

니다.

남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주방장이 되는 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주방장으로서, 저는 단지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요리에 쓸 재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저는 또

한 다른 요리사들을 관리합니다. 

여  와, 당신은 정말 많은 일을 맡고 계시는군요! 그 밖에 당신이 하는 다

른 일들도 있나요? 

남  주방은 항상 깨끗해야 해서, 전 매일 구석구석까지 점검하죠. 

여  그러니까 당신은 총책임자에 가깝네요.

해설 손님 응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chef [] 요리사, 주방장  dish [] 접시; *요리  in charge of 
…을 맡아서 [담당해서]  more like ... 오히려 …에 가까운 [닮은]

04 ③

남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아빠? Fiona에요.

남  너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너 어디에 있니? 네가 한 시간 전에 집

에 올 거라고 했잖아.

여  알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제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

서 지금 수리점에 있어요.

남  아, 그거 참 안됐구나. 차에 뭐가 잘못된 거니?

여  모르겠지만, 차를 고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전 지금 지갑이 없어

요. 여기로 오셔서 저를 집까지 태워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지. 금방 거기로 갈게. 너 어느 수리점에 있는 거니?

해설 여자는 아빠에게 수리점에 와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be about to-v 막 …하려고 하다  break down 고장 나다  on 

the way 도중에  purse [] 지갑  give ... a ride …을 태워주다 

05 ②

여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갈 계획이야.

남  오, 정말? 어디 갈 거니?

여  아직 결정 못 했어. 몇몇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결정하기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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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가 너무 많아.

남  음, 나라면 제주도를 가겠어.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잖

아.

여  오, 그곳은 우리의 후보 중 하나야. 거기 가봤니?

남  응, 지난 여름에 거기 갔었어. 환상적이었지. 경치가 멋지고 할 것도 

먹을 것도 많았어.

해설 여름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제주도를 추천하고 

있다.

어휘 World Heritage site 세계 문화유산  scenery [] 풍경

06 ⑤

여  Tom, 기분은 어떠세요?

남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여  금방 나아질 거에요.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남  다행이네요.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요.

여  글쎄요, 1주일 정도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남  오, 한 달 후에 시합이 있어요. 연습을 해야 해요. 침대에 누워서 시간

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여  이해는 하지만, 당분간은 배드민턴 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네요. 수

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해설 남자는 시합 준비를 위해 빨리 퇴원하고 싶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며 당분간 배드민턴을 치면 안 된다고 하여 실망하고 있다.

어휘 operation [] 수술  treatment [] 치료   

or so …쯤  competition [] 시합  allow [] 허락하다  

progress [] 전진; *경과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07 ②

여  얘. 왜 그렇게 걷고 있어? 다쳤니?

남  응. 어제 축구를 하다가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갔나 봐.

여  이런.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을 알아. 

남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여  좋아. 우선,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

남  그러고 나서?

여  다리를 올리고 나서, 가슴 쪽으로 당겨.

남  아! 느낌이 정말 좋다. 

해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가슴 쪽으로 당

기는 동작이다. 

어휘 get hurt 다치다  muscle [] 근육  lift [] 올리다  

towards [] (어떤 방향) 쪽으로  chest [] 가슴

08 ⑤

남  실례합니다. 제 뒷사람에게 제 의자를 차지 말라고 해주시겠어요?

여  그럴게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  고맙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은 몇 시인가요?

여  현지 시각은 아침 9시입니다.

남  시차가 어떻게 되죠?

여  저희보다 9시간 늦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여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베이징 현지 시각을 물어보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

는 것으로 보아, 승객과 비행기 승무원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inconvenience [] 불편  local [] 현지의  

time difference 시차    [문제] passenger [] 승객

09 ③

여  이봐, Max. 우리 박물관 계획을 바꿔야 해.

남  왜? 너 월요일에 바쁘니?

여  아니. 하지만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 박물관이 월요일에 문을 닫아.

남  아, 알았어. 화요일에 가는 건 어때, 그럼?

여  미안하지만 난 화요일에 이미 일이 있어.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어때?

남  난 금요일에 시험이 있어서 목요일에는 공부해야 해. 수요일에 가자.

여  나도 좋아.

해설 두 사람은 수요일에 만나서 박물관에 가기로 했다. 

어휘 check [] 확인하다  work for …에게 가능하다, 좋다

10 ①

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

두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3년간 공부하고 배우면

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직업을 가질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아주 성공적으

로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설 3년간의 학업에 대한 노고를 칭찬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이야

기하는 것으로 보아, 졸업식에서의 기념사임을 알 수 있다.

어휘 audience [] 관중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 하다  

college [] 대학  whatever []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choose [] 고르다, 선택하다

11 ③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이 소포를 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남  네. 안에 뭐가 들었죠?

여  책 몇 권이에요.

남  오, 호주로 가는 거네요. 어떤 걸로 보내드릴까요?

여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언제 도착하죠?

남  10일 안에 도착할 것 같네요.

여  좋아요, 그럼 보통 우편으로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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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어디 보자… 2kg이네요. 13달러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해설 여자가 호주로 소포를 보내려는 상황이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

소는 우체국이다.

어휘 regular mail 보통 우편    [문제] gas station 주유소  tourist 
center 관광 안내소

12 ④

여  어디 가니?

남  중고품 교환시장에 가는 길이야. 물건을 교환할 수 있거든. 나는 낡은 

옷을 내놓고 중고 전자레인지를 얻을 거야. 내 것은 고장 났거든.

여  아, 그래서 그 옷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남  응. 거기 가본 적 있니?

여  아니, 없어.

남  나랑 같이 갈래?

여  가고 싶지만, 나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남  아, 알겠어. 다음번에 와도 돼. 경찰서 앞에서 토요일마다 열리거든.

여  잘 됐다. 하지만 가기 전에, 거기에서 교환할 만한 것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해설 남자는 낡은 옷을 내놓고 중고 전자레인지를 구하기 위해 중고품 교

환시장에 가는 길이다.

어휘 swap meet 중고품 교환시장  trade [] 교환하다  give 

away …를 기부하다  used [zd] 중고의  microwave oven 전자레

인지  hold [] 들다; *개최하다, 열다 (hold-held-held)

13 ④

① 여  이 커피는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남  정말 친절하시군요. 고마워요.

② 여  제 커피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남  3분 걸릴 겁니다.

③ 여  이건 제가 주문했던 게 아니에요.

 남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④ 여  정말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남  괜찮아요. 어차피 세탁할 거예요.

⑤ 여  내가 커피 마시기에 좋은 곳을 발견했어.

 남  그래? 가보자.

해설 남자의 옷에 커피를 쏟아서 여자가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휘 order [] 주문하다  mistake [] 실수  check out 
확인하다 

14 ⑤

남  여보세요, Mega Seafood Buffet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다음 주 일요일에 점심 식사 예약을 하고 싶어요.

남  네. 몇 명이죠?

여  어른 두 명에, 어린이 두 명입니다. 가격을 알고 싶은데요.

남  물론입니다. 주 중에는, 어른은 20달러, 13세 미만 어린이는 10달러

입니다. 주말에는 5달러가 더 붙습니다. 아이들이 13세 미만인가요?

여  제 딸만요.

남  알겠습니다. 그럼 어른 세 명에 아이 한 명 가격이네요. 고맙습니다. 그

때 뵙겠습니다.

해설 어른 세 명($25x3)에 아이 한 명($15)이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90이다.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adult [] 어른

15 ⑤

남  지나야, 안녕. 네가 캐나다에서 막 돌아왔다고 들었어.

여  응, 거기서 4주를 보냈어. 멋지긴 했는데, 뉴질랜드 여행만큼 좋지는 

않았어.

남  오, 너 뉴질랜드에도 갔었니?

여  응. 작년에 갔었어. 다른 나라들도 여행했어.

남  어디?

여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탈리아의 음식은 훌륭했어. 그리고 그리스의 멋

진 섬들도 갔어.

남  와, 여행을 많이 했구나.

여  음, 가 보고 싶은 나라가 정말 많아. 다음 휴가 때는 미국에 갈까 생각 

중이야.

남  멋지다!

해설 여자는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스를 여행했고, 미국은 다

음 휴가 때 갈 계획이라고 했다.

어휘 amazing [] 놀라운, 굉장한  island [] 섬

16 ⑤

① 남  네가 지난주에 내 역사 공책 빌려 간 거 기억하니?

 여  응. 내일 너에게 돌려줄게.

② 남  경기는 어땠어?

 여  굉장히 흥미진진했어.

③ 남  난 영어 말하기 대회가 걱정돼.

 여  걱정하지 마. 넌 잘 할 거야.

④ 남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

 여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

⑤ 남  저 긴 머리의 키 큰 여자는 누구니?

 여  나는 그녀가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

해설 ⑤ 여자의 외모를 묘사하며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녀가 어제 어

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은 어색하다.

어휘 in front of …의 앞에 

17 ①

남  우린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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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래. 우리 3년 전에 처음 만났지.

남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해?

여  응. 너희 집에서 열린 네 누나의 생일파티에서 만났잖아.

남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린 그 전에 만났어.

여  네 말이 맞아! 시내에서 열린 축제에서였어. 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있

었고.

남  맞아. 넌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

여  그래. 그러고 나서 생일파티에서 다시 만났지.    

해설 두 사람은 시내에서 열린 축제에서 처음 만났다.

어휘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downtown [] 시내에

18 ③

여  내일은 Kevin의 엄마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녀의 생일이다. 그는 엄

마에게 파티를 열어 드리고 싶어서, 쇼핑을 하기 위해 쇼핑몰에 간다. 

그는 생일 케이크, 꽃, 장식에 쓸 풍선을 포함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산다. 그가 돈을 낼 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 그래서 그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총액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 이런 상황에서, 

Kevin이 점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총액

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③이 적절하다.

① 전액 환불받고 싶어요. ② 다른 사이즈가 있나요? 

③ 영수증이 잘못된 것 같아요. ④ 내가 준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니?

⑤ 너 언제 생일 파티를 할 거니?

어휘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include [] 포함하다  

balloon [] 풍선  decoration [] 장식  receipt [] 

영수증  total [] 합계, 총액    [문제] full refund 전액 환불

19 ⑤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여  봅시다. 음, 열이 39도에요. 

남  그리고 두통이 있고 콧물이 나요.

여  그밖에는요?

남  기침도 해요.

여  여기 있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

남  얼마나 자주 그걸 먹어야 하죠?

여  하루에 식후 세 번이요.

해설 약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물었으므로, 복용 횟수에 대한 응

답이 와야 한다.

①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② 체온을 확인할게요.

③ 가능한 한 자주 물을 마시세요.

④ 더 악화되면 병원에 가세요.

어휘 fever [] 열  runny nose 콧물    [문제] temperature 

[] 온도; *체온  get worse 악화되다

20 ⑤

여  점심 식사에 초대해 줘서 고마워. 네가 만든 스파게티는 정말 맛있었어.

남  네가 그걸 맛있게 먹었다니 기뻐. 후식으로 커피 한 잔 할래?

여  좋아. 고마워.

남  커피 어떻게 줄까?

여  크림과 설탕을 넣어 줘.

남  커피랑 같이 쿠키 좀 먹을래?

여  아니야, 고마워. 커피면 충분해.

해설 쿠키를 줄지 물었으므로 감사를 나타내거나 사양하는 응답이 적절

하다.

① 여기 잔돈 있어.  ② 그건 식탁 위에 있어.

③ 그렇게 좋진 않았어. ④ 나는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해.

어휘 dessert [] 후식  

Dictation Test 8 pp. 106~111

01  1) Are you satisfied with it  2) need to lose weight  
3) riding a bicycle  4) try it out

02  1) prepare for  2) have more of them   
3) right next to the exit

03  1) Thank you for inviting  2) used in our dishes   
3) in charge of  4) you’re more like 

04  1) was about to call  2) broke down  3) fix the car   
4) I’ll be there soon

05  1) take a trip  2) if I were you  3) lots of things to do 

06  1) just a little  2) for a week or so  3) waste time 
staying in bed  4) watch your progress carefully 

07  1) get hurt  2) how to do  3) lift your leg up

08  1) stop kicking  2) By the way   
3) nine hours behind us  4) Just a second

09  1) Are you busy on Monday  2) already made plans  
3) have a test 

10  1) look into the audience  2) proud of you   
3) it’s time for you to leave 

11  1) mail this package  2) send it by regular mail   
3) Here you are

12  1) I’ll give away  2) Have you ever been there   
3) Why don’t you  4) It is held on 

13  1) be careful  2) take three minutes   
3) have it cleaned  4) go check it out

14  1) make a lunch reservation  2) know about your 
prices  3) three adults and one child

15  1) not as good as  2) visited some amazing islands  
3) thinking of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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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give it back  2) I’m worried about   
3) Where should we meet  4) with the long hair

17  1) for a long time  2) was with my parents   
3) we met again

18  1) throw her a party  2) more expensive than   
3) is wrong

19  1) caught a cold  2) have a headache   
3) Try this medicine   

20  1) for dessert  2) How do you like   

실전모의고사 9회         pp. 112~113

01 ⑤ 02 ④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9 ①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②

01 ⑤

① 여  이 책은 얼마간 빌릴 수 있나요?

 남  일주일간 대출 가능합니다. 

② 여  어디 가니?

 남  도서관에 가는 길이야.

③ 여  화장실이 어딘가요?

 남  복도를 내려가서 왼편에 있어요.

④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Blue Band의 새 CD를 찾고 있어요.

⑤ 여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남  아, 네. 죄송합니다.

해설 도서관에서 여자가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어휘 hall [] 복도 

02 ④

남  긴 비행이었어!

여  그래. 그래도 우리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어!

남  내일 우리 일정을 확인해보자. 첫 번째가 뭐지?

여  우린 강 위의 수상 시장을 방문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

남  좋은 생각이야! 거기에서 아침에 먹을 열대 과일을 살 수 있을 거야.

여  그리고 난 오후에 코끼리를 타는 게 정말 기대돼!

남  나도! 그 후엔 쉬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자.

여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발 마사지를 받고 싶어.

남  너 전통 음악 공연을 잊었니? 내일 저녁이야.

여  아, 맞아. 그럼 발 마사지는 다른 날에 해야겠다.

해설 저녁에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해야 해서 발 마사지는 다른 날에 하

기로 했다.

① 지역 시장 방문하기 ② 코끼리 타기

③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④ 발 마사지 받기

⑤ 전통 음악 공연 관람하기

어휘 floating [] 떠 있는, 떠다니는  tropical [l] 열대의  

relax [] 편하게 쉬다  traditional [] 전통의   

 [문제] local [] 지역의

03 ①

남  밖에 날씨가 흐려. 일기 예보를 확인해야겠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여  월요일이야.

남  일기 예보에서는 오늘 흐릴 거라고 하네.

여  맞아. 하늘에 먹구름이 보여. 비가 올 것 같아. 토요일에 소풍을 갈 수 

없을까 봐 걱정이야.

남  걱정하지 마. 일기 예보에서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올 거라고 

했어. 비가 온 후에는 이틀 동안 맑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일요일에는 

다시 비가 올 거야.

해설 비가 오는 목요일 이후 이틀 동안은 맑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토요

일의 날씨는 맑을 것이다.

어휘 be likely to-v …할 것 같다

04 ②

남  오늘은 당신의 직업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  네, 좋아요.

남  당신의 일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Stevens 씨. 가장 어려운 부

분이 뭔가요?

여  글쎄요, 저는 수술 전에 종종 긴장돼요. 하지만 긴장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죠.

남  그렇군요.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나요?

여  주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남  언제 당신의 일이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나요?

여  수술이 성공적일 때, 그리고 제 환자가 회복될 때 저 자신이 자랑스러

워요. 그때가 바로 제 일이 가장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입니다.

해설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수술한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직업은 의

사이다.

어휘 career [] 직업  nervousness [] 긴장, 초조  

cause [] 일으키다  perform [] 수행하다  treat [] 대

하다; *치료하다  heart disease 심장 질병  rewarding [] 보

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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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⑤

여  얘, Jason.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남  꽤 바빠. 토요일에는 캠핑을 갈 거야.

여  캠핑? 누구랑 캠핑 가는데?

남  우리 가족 모두. 누나를 위한 파티야. 누나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

여  그렇구나. 그럼 일요일은?

남  그날 아빠가 차를 수리하시는 걸 돕기로 약속했어.

여  음, 너랑 영화 보고 싶었는데 너 아주 바쁜 것 같아.

남  미안, 아마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해설 남자는 일요일에 아빠가 차를 수리하시는 것을 돕기로 했다.

어휘 whole [] 전체의  graduate [ueit] 졸업하다  

promise [] 약속하다  fix [] 고치다

06 ③

여  지난 며칠 동안 두통이 계속되고 있어. 진통제도 소용이 없어. 

남  가벼운 운동이 두통에 좋다고 들었어. 네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스

트레칭 동작을 몇 가지 가르쳐줄까?

여  그래, 아주 도움이 될 거야.

남  알았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 쪽으로 가져가. 

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그다음엔?

남  팔을 엉덩이 아래에 두고 맞잡아.

여  그리고 이게 내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남  응. 이렇게 머리를 낮추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해설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손을 엉덩이 아래에서 맞잡는 자세이다.

어휘 painkiller [] 진통제  sit on one’s knees 무릎을 꿇고 

앉다  lean [] (몸을) 숙이다  forward [] 앞으로  forehead 

[h] 이마  bottom [] 맨 아래; *엉덩이  relieve [] 완화

하다  lower [] 낮추다

07 ④

여  너 몸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니?

남  운전하면서 일이 있었어.

여  정말? 무슨 일?

남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끼어들었어. 나는 간신히 제때 멈췄어. 서로 부

딪치는 줄 알았어. 지금도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고 있어.

여  괜찮아. 진정해. 어쨌든 사고를 피했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넌 집에 일

찍 가서 쉬어야 해.

남  그래. 손이 아직도 떨려.

해설 남자는 택시와의 충돌 사고를 간신히 모면했으므로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어휘 barely [] 간신히  manage to-v 간신히 …하다  crash 

[] 충돌하다  beat [] (심장이) 뛰다  calm down 진정하다  

fortunate [] 운이 좋은  avoid [] 피하다     

[문제] frightened [] 겁이 난

08 ③

여  Charles야, 안녕. 나 Betty야.

남  Betty야, 안녕. 잘 지내니?

여  음, 문제가 있어. 한국에서 사촌이 오거든.

남  잘됐구나. 문제가 뭔데?

여  비행기가 화요일 밤에 도착해. 내가 공항에 그 애를 데리러 가야 하거든.

남  화요일 밤? 우리 화요일 밤에 역사 시험공부를 하기로 했잖아.

여  알아. 그런데 못할 것 같아.  미안해.

해설 여자는 사촌을 데리러 공항에 가야 해서 함께 시험공부를 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려고 전화했다.

① 태워달라고 부탁하려고 ② 작별인사를 하려고

③ 모임을 취소하려고  ④ 공부할 시간을 정하려고

⑤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어휘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문제] set [] 정하다  

ask ... out on a date …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

09 ①

여  정말 좋아 보여! 우리가 텐트를 어디에 쳐야 할 것 같아?

남  음, 샤워장 근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E 구역 어때?

여  그래, 하지만 주차장과 너무 가까워. 시끄러울 거야. 난 쉬고 싶어. 강 

옆 B 구역에서 야영하는 거 어때?

남  괜찮아 보이지만, 나무가 없어서 더울 거야. 나무들이 우리에게 그늘

을 만들어 줄 테니까 A 구역이 더 좋을 것 같아.

여  좋은 생각이야!

해설 두 사람은 나무 그늘이 있는 A 구역에서 캠핑하기로 했다.

어휘 set up …을 세우다  shade [] 그늘

10 ③

여  여름 방학 동안, Sue는 패스트푸드점과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여름 내내 아주 열심히 일해서 1,000달러를 모았다. 그

녀는 200달러로 새 디지털카메라를 살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50달러가 드는 체육관에 등록할 것이다. 또한 스페인으로 가는 패키

지여행에 400달러를 쓸 것이다. 

해설 Sue는 자신이 모은 1,000달러 중 디지털카메라에 200달러, 체육

관 등록비로 50달러, 여행 비용으로 400달러, 총 650달러를 사용할 것이

므로 남을 돈은 350달러이다.

어휘 save up (돈을) 모으다  sign up for 참가하다; *가입하다

11 ④

여  나는 자장면을 주문할 거야. 너는?

남  글쎄, 상어지느러미 수프를 먹어볼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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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말? 전에 먹어본 적 있어?

남  아니, 전혀. 그렇지만 맛있다고 들었어.

여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남  왜?

여  상어지느러미 수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상어지느러미를 베어낸 

뒤 상어를 다시 물에 던져버려. 하지만 상어는 지느러미 없이는 헤엄

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지. 이 때문에 상

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남  말도 안 돼! 너무 잔인해! 난 절대로 상어지느러미 수프를 먹지 않을 

거야.

해설 사람들이 상어지느러미 수프를 만들기 위해 상어를 해쳐서 상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다.

어휘 Chinese noodle 자장면  shark fin soup 상어지느러미 수프  

cut off 베어내다  fin [] 지느러미  endangered [d] 위기

에 처한, 멸종 위기에 있는  cruel [] 잔인한  ever [] (부정문

에서) 결코 … 않다    [문제] marine creature 해양 생물  pollution 

[] 오염

12 ②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대구행 표를 사고 싶은데요.

여  네. 언제 출발하고 싶으세요?

남  사실은 가능하면 빨리 출발해야 해요.

여  알겠습니다. 지금이 8시 30분이네요. 열차가 5분 전에 떠났어요. 그

리고 다음 열차는 8시 50분에 떠납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몇 시에 도착하죠?

여  10시에 도착해요.

남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열차표로 주세요. 요금이 얼마죠?

여  15,000원이에요.

남  네, 여기 있습니다. 어느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하나요?

여  3번 승강장에서 출발할 거에요.

해설 남자가 타려고 하는 열차는 8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이다.

어휘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fare [] 운임, 요금  

platform [] 플랫폼, 승강장  depart [] 출발하다

13 ③

남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  독감에 걸린 것뿐이에요. 집에서 하루 쉬시면 됩니다.

남  알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여  네. 다음 사흘 동안 이 약 세 알을 매일 드세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  매일 과일을 많이 먹고 주스를 마시도록 하세요.

남  네, 그렇게 할게요.

여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이 괜찮아질 거

예요.

남  네, 감사합니다.

해설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고 있으므로 환자와 의사의 대화

이다.

어휘 bad cold 독감  recommend [] 추천하다  throat 
[] 목 

14 ④

남  미라야, 스페인어 시간에 왜 그렇게 조용하니?

여  음, 수업 시간 동안 스페인어로만 말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해요, Robin 선생님.

남  왜 그냥 해 보지 않니? 네 생각을 스페인어로 말하려고 해보는 것은 

재미있을 거야.

여  저는 실수를 하고 비웃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요.

남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여  하지만 반 아이들 모두가 스페인어 말하기를 저보다 잘해요. 저만 뒤

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 겁내지 마.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단다.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으므로, 실수를 두려워

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②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③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④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⑤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

어휘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make an error 실수하다  

natural [] 당연한  behind [] (발달 진도가) 뒤떨어져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문제] blame [] 탓하다, 나무라다  

tool [] 연장, 도구

15 ④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아들의 생일 선물로 줄 책을 찾고 있어요.

남  생각하신 게 있나요?

여  <One Summer Night>라는 책이 있나요?  

남  오, 죄송하지만 그 책은 품절되었어요. 다른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매장에는 있는 곳이 없습니다. 며

칠 있으면 책이 더 도착할 거에요. 

여  알았어요. 그럼 책이 도착하면 전화 주시겠어요?

남  물론입니다. 책이 더 오는 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  고맙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입니다.

해설 여자는 찾는 책의 재고가 없어 책이 재입고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

어휘 have ... in mind 염두에 두다  be sold out 매진되다  copy 

[] 복사; *(책·신문 등의) 한 부 [권]   

16 ③

① 남  뉴욕행 버스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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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두 시간마다 출발해요. 

② 남  이 알약을 하루 세 번 먹고 사흘 후에 다시 오세요.

 여  그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③ 남  점심을 먹고 나면 잠이 쏟아져.

 여  점심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④ 남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여  그럼요.

⑤ 남  우리 숙제 같이하는 거 어때?

 여  좋아. 언제 만날까?

해설 ③ 점심식사 후에 잠이 온다는 남자의 말에 점심이 맛있었다는 응답

은 어색하다.

어휘 can’t help v-ing …할 수밖에 없다  fall asleep 잠들다

17 ⑤

여  요즘 우리 동네에 관광객이 많아.

남  그래.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어.

여  그건 좋은데, 나를 조금 걱정스럽게 하기도 해.

남  왜?

여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들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남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에

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네봐. 그게 그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

고 따뜻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휘 even if 만약 …일지라도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

18 ④

여  안녕, Nick. 너 아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기 좋다. 

남  고마워. 석 달 전에 큰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여  하지만 넌 정말 활기차 보여! 비결이 뭐니?

남  굉장한 비결이 있지는 않아. 수술 후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

려 노력했고, 매일 밤 잠을 충분히 자.

여  그게 다야?

남  음,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

는 것이 아주 중요해.

해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surgery [] 수술  energetic [] 활기찬, 기운

찬  positively [] 긍정적으로  regularly [u] 규칙적으로 

19 ④

남  안녕, Cara. 뭐 하고 있니?

여  아, 안녕. 배낭을 싸고 있어. 하이킹 하러 가거든.

남  하이킹? 이맘때에? 밖이 많이 추워.

여  걱정하지 마. 걸으면 더워져서, 추위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

남  그래도 난 네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산은 훨씬 더 추워. 

여  맞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니?

남  혹시 모르니 여분 옷을 가져가는 게 어때? 무겁지 않을 거야.

여  그래. 신경 써 줘서 고마워.

해설 남자는 하이킹을 가는 여자에게 추울지 모르니 여분 옷을 챙기라며 

신경을 써 주므로,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응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정상까지 갈 거야. ② 나는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없어.

③ 나는 바다보다 산이 더 좋아. ⑤ 지팡이가 있으면 걷는 게 어렵지 않아.

어휘 pack [] 꾸리다, 싸다  hiking [] 하이킹  extra 

[] 여분의  just in case 만약을 위해서   [문제] top [] 정상  

prefer [] …을 더 좋아하다  concern [] 관심, 걱정   

walking stick 지팡이

20 ②

남  오늘 취업 면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업무에 경험이 

있나요?

여  ABC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남  좋습니다. 그곳에서 경험은 즐거웠나요?

여  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흥미로웠습

니다.

남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죠?

여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해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물었으므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응답

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4년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③ 3달 전에 졸업했습니다.

④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⑤ 제 성적은 평균보다 좋았습니다.

어휘 intern [] 인턴  apply [] 적용하다    [문제] major in 

…을 전공하다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  grade [] 등급;  

*성적  average [] 평균

Dictation Test 9 pp. 114~119

01  1) checked out for a week  2) down the hall   
3) turn down the music

02  1) review our schedule  2) excited about   
3) follow it up  4) forget about 

03  1) check the weather report  2) It’s likely to rain   
3) be sunny for two days

04  1) seems quite tough  2) What kind of   
3) feel proud of  4) feel most satisfied with 

05  1) What are your plans  2) going camping with   
3) help him fix his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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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 painkillers don’t work  2) sit on your knees   
3) relieve my headache

07  1) while I was driving  2) stop in time  3) Calm down  
4) are still shaking

08  1) How’s it going  2) pick her up   
3) I’m afraid I can’t

09  1) set up our tent  2) too close to   
3) would be better 

10  1) got a part-time job  2) saved up  3) sign up for 
11  1) Have you had it before  2) I don’t think   

3) In other words  4) How cruel
12  1) buy a ticket for  2) as soon as possible   

3) when does it arrive  4) take a ticket for 
13  1) have a bad cold  2) Take three of these pills   

3) make your throat feel better
14  1) only speak Spanish during class   

2) afraid of making errors  3) better than me at   
4) learn by trial and error

15  1) have anything in mind  2) is sold out   
3) when they arrive

16  1) every two hours  2) can’t help falling asleep   
3) Would you mind taking  4) doing our homework 
together

17  1) makes me a little worried  2) won’t be able to   
3) say hello to them

18  1) had a big surgery  2) What’s your secret   
3) That’s all  4) Doing exercise regularly 

19  1) packing my backpack  2) makes me hot   
3) just in case

20  1) have any experience in  2) was interesting to apply 
3) study at university  

Word Test 7~9   pp. 120~121

A
01 제시간에 02 …이내에 03 직접 

04 …에 만족하다 05 비록 …일지라도 06 소리를 줄이다 

07 떠 있는, 떠다니는 08 무릎을 꿇고 앉다 09 앞으로 

10 바다 11 아픈 12 가슴 

13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14 교환하다 

15 간신히 16 운이 좋은 17 겁이 난 

18 그늘 19 (돈을) 모으다 20 없어진 

21 예약하다, 예약해 두다  22 수술 

23 지원하다 24 파티를 열다 25 포함하다 

26 근육 27 출발하다 28 …을 두려워하다 

29 …에 참가하다, 가입하다  30 들르다 

31 자신의 32 청소하다 

33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에 있는  34 구역 

35 고장 나다 36 …로 꽉 차다 37 이사를 나가다 

38 알약 39 대하다; 치료하다 40 허락하다   

B 
01 performance 02 prescription 03 grateful
04 chef 05 scenery 

06 bottom 07 treatment 08 competition 

09 progress 10 as soon as possible
11 tropical 12 career 13 cause 

14 rewarding 15 graduate 16 forehead 

17 noticeable 18 option 19 volume 

20 inconvenience 21 passenger 22 crash 

23 plant 24 cruel 25 pollution 

26 concern 27 original 28 decoration 

29 receipt 30 temperature 31 trial and error 

32 blame 33 tool  34 mistake 

35 rush hour 36 landscape 37 lean 

38 relieve 39 fin 40 used

실전모의고사 10회         pp. 122~123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②

06 ⑤ 07 ⑤ 08 ② 09 ③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④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①

01 ④

남  무엇을 찾고 계세요?

여  사과를 좀 사려고요. 그런데 안 보이네요.

남  저기 있어요, 오렌지 옆에요.

여  오, 고마워요. 유감스럽게도 사과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남  제 생각도 그래요.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대신 수박을 사는 건 어때요?

여  그건 너무 비싸요.

남  그럼 포도는요? 신선해 보이고 비싸지도 않아요.

여  음.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도움을 주셔서 고마워요. 

남  별말씀을요.

해설 여자는 처음에 사과를 사려고 했으나, 신선해 보이지 않아서 대신 

포도를 사기로 했다.

어휘 unfortunately []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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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다  watermelon [] 수박  helpful [] 

도움이 되는

02 ⑤

①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선풍기를 사려고요.

② 여  나 추워요. 난방기 좀 틀어줄래요?

 남  그래요. 담요도 가져다줄게요.

③ 여  당신은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남  나는 여름이 가장 좋아요.

④ 여  우리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선풍기 아니면 에어컨? 

 남  난 선풍기가 더 좋아요.

⑤ 여  내가 선풍기를 켜도 될까요?

 남  네, 물론이죠.

해설 여자가 더워하면서 선풍기를 켜도 되는지 남자에게 묻고 있는 상황

이다. 

어휘 fan [] 선풍기  blanket [] 담요  actually [] 

실제로  turn on 켜다 

03 ②

여  어디로 이사 갈지 결정했니?

남  글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두 곳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  어떤 곳이니?

남  한 곳은 직장 근처야. 하지만 조금 작고 비싸. 다른 한 곳은 직장에서

는 약간 멀어. 하지만 크고 호수와 공원에서 가까워.

여  글쎄, 내가 너라면,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사겠어. 출퇴근하는 데 시간

을 많이 쓰면, 그 호수나 공원을 즐길 시간이 어차피 없잖아.

해설 여자는 직장에서 가까운 집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휘 workplace [] 일터  travel to work 통근하다 

04 ②

남 모두 환영합니다! 시작하죠.

여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여  음, 허벅지 근육에는 어떤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가요?

남 좋아요. 오늘은 그걸로 시작하죠! 모두 배를 대고 누우세요.

여  알겠어요.

남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부드럽게 당기세요.

여  이렇게요?

남 네, 맞아요. 몇 초 동안 멈췄다가 왼쪽 다리를 하세요.

해설 여자는 배를 대고 누워서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있는 동작을 하

고 있다.

어휘 stretch [] 스트레칭  thigh [] 넓적다리  muscle [] 

근육  pull[] 당기다  gently [] 부드럽게, 약하게

05 ②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사고 싶은데요.

남  네. 어떤 기차를 타실 건가요?

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 6시 40분까지 도착해야 해요.

남  알겠습니다. 5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네요.

여  그건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하나요?

남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6시 30분에 도착할 거에요.

여  오, 완벽해요. 표 한 장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15달러입니다.

해설 여자는 5시 30분에 출발해서 6시 30분에 도착하는 기차표를 구매

했다.

어휘 perfect [] 완벽한

06 ⑤

여  와, 너 새 태블릿 PC 샀구나! 멋지다!

남  응. 어디서든 공부하려고 작은 걸로 샀어.

여  편리해 보인다.

남  응, 그래. 나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동안 전

자책을 읽을 수 있어. 온라인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여  다른 좋은 점은 없니?

남  읽으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온라인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어. 한 번 

해 볼래?

여  아니, 괜찮아. 나는 컴퓨터로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일반 책이 

더 좋아.

해설 태블릿 PC를 이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

다.

어휘 compact [] 소형의  convenient [] 편리한  

look up (정보를) 찾아보다  regular [u] 정기적인; *보통의

07 ⑤

여  Anthony, 다시 만나서 반가워. 굉장히 오랜만이다.

남  그래. 요즘은 무슨 일을 하니?

여  음, 나는 컴퓨터 게임 회사에서 일해.

남  흥미로운걸. 네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

여  음, 난 게임 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일은 아니야. 난 단지 

게임 만드는 걸 도와줘.

남  너 프로그래머니?

여  아니. 게임을 위해 줄거리를 써.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

들지.

해설 여자는 게임을 위해 줄거리를 쓴다고 했으므로, 게임시나리오 작가

이다. 

어휘 programmer [] 프로그래머  program 

[] 프로그램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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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②

남  놀이 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

여  정말 그랬어.

남  나는 특히 바이킹이 좋았어. 우리 다음엔 뭘 탈까?

여  우리는 아직 롤러코스터를 안 탔어.

남  맞아. 줄을 서자.

여  그래. 그런데 저 긴 줄을 봐. 아무래도 먼저 먹어야겠어. 배가 고파지네.

남  좋아. 간식을 좀 먹자.

여  좋아. 그러고 나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되겠다.

해설 두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간식을 먹기로 했다.

어휘 amusement park 놀이 공원  get in line 줄을 서다

09 ③

남  실례합니다만, Joe’s Place라는 식당을 아세요?

여  네. 이 근방에서 유명한 식당이죠.

남  그곳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Queen 가까지 걸어 내려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한 블록을 

더 걸어가세요. 왼편에 있어요. 

남  한 블록을 더 가서 왼쪽으로 돌라고요?

여  아, 미안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두 블록을 더 가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왼쪽에 있어요. 쉽게 찾으실 거에요.

해설 식당은 현재 위치에서 Queen 가까지 직진한 뒤, 왼쪽으로 돌아 두 

블록을 더 가면 왼편에 있다.

어휘 get confused 헷갈리다, 혼란스러워하다

10 ⑤

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

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혼잡한 사무실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두통과 콧물을 동반합니다. 후에, 배가 아프

고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관리자

에게 즉각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고 재채기나 기

침을 할 때는 입을 가리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설 유행하고 있는 독감의 증상과 예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어휘 attention [] 주의, 주목  catch the flu 독감에 걸리다  

crowded [] 붐비는, 혼잡한  symptom [] 증상  

include [] 포함하다  runny nose 콧물  stomachache 

[] 복통  sneeze [] 재채기하다  supervisor 
[] 감독자  immediately [] 곧, 즉각  frequently 

[] 자주 

11 ②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Pacific 급행열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오전 10시 45분이고, 우리는 15분 후에 시애틀을 떠날 예정입

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차역은 Portland입니다. 우리는 세 시간 후

에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정차할 곳은 San Fran-
cisco입니다. 우리는 밤 11시 30분에 San Francisco에 도착할 것

입니다. 이 역에서 20분간 정차하게 됩니다. 일단 출발하면, 내일 오

전 10시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Los Angeles에 도착할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해설 11시에 Seattle에서 출발하여 세 시간 후에 Portland에 도착하므

로, Portland 도착 시각은 오후 2시이다.

어휘 aboard [] (배·기차 등에) 탑승한  depart [] 출발

하다  final [] 마지막의  destination [] 목적지

12 ④

남  Atlantic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Mandi Erickson이에요. 체크인하고 싶은데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 방 열쇠입니다. 배가 고프시면, 1층에 식당이 있습

니다.

여  네. 룸서비스가 있나요?

남  네. 자정까지 객실로 음식을 배달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  좋아요. 방에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나요?

남  네, 가능합니다. 먼저 9번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  좋네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몇 시에 체크아웃해야 하죠?

남  내일 오전 11시까지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해설 세탁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휘 check in (호텔 등에서) 투숙 절차를 밟다  deliver [] 배달

하다  midnight [] 자정  international call 국제전화  check 

out (호텔 등에서) 방을 비우다

13 ⑤

① 남  학교 축제가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해.

 여  2주 후에 시작할 거야.

② 남  시간 좀 있니?

 여  아니, 아주 바빠.

③ 남  체육관에 얼마나 자주 가니?

 여  일주일에 두 번 이상.

④ 남  그 책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여  한 예술가의 인생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⑤ 남  수학 시험이 정말 쉬웠어, 그렇지 않니?

 여  그래, 마음 편히 가져.

해설 ⑤ 남자는 시험이 쉽지 않았냐고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의 여

부의 응답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pretty [] 꽤, 상당히

14 ⑤

남  안녕하세요, Mary O’Donnell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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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가 Mary O’Donnell입니다. 누구시죠?

남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Michael입니다. East Hill 고등학교에 다

니는 학생입니다.

여  Michael, 반가워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요?

남  음, 저는 정말 당신의 열렬한 팬이에요. 당신이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

해요.

여  정말 고마워요.

남  다음 주에 제가 당신을 인터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  인터뷰요? 어떤 건가요?

남  영어 수업에서 쓰고 있는 보고서를 위한 거에요.

여  물론이죠. 좋을 것 같네요.

해설 남자는 과제를 위해 작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전화했다.

① 팬클럽에 가입하려고 ② 책을 주문하려고

③ 스터디 약속을 정하려고 ④ 친구에게 이야기하려고

⑤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어휘 wonder [] 궁금하다    [문제] ask for 요청하다

15 ④

여  올해 학교 축제에서 뭐 할지 결정했니?

남  아니, 아직. 우리는 어느 것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어

려워.

여  문제가 뭔데?

남  잘 모르겠어. 작년에 우리는 세 명이었고, 합의에 이르는 게 쉬웠어. 

하지만 올해는 축제 기획팀에 회원이 10명이 있어. 우리 각자가 의견

이 달라서 어떤 결정도 못 하고 있어.

여  회원이 3명만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구나.

해설 남자는 축제를 기획하는 데 사람이 많아서 의사 결정이 어렵다고 말

하고 있으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가장 어울린다.

①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②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③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어휘 come to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다  opinion [] 

의견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문제] spoil [] 망치다

16 ②

남  Wendy야, 안녕. 어젯밤 연주회 어땠어?

여  연주회? 무슨 연주회?

남  네가 어젯밤에 연주회가 있어서 나와 공부할 수 없다고 했잖아.

여  아, 응. 맞아.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었어.

남  너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지?

여  아… 그래, 그래.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갔었어.

남  믿을 수가 없어. 왜 나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니?

여  진정해. 큰 일도 아니잖아.

남  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해설 남자는 여자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어휘 truth [] 진실, 사실  calm down 진정하다  big deal 중요

한 사항  trust [] 신뢰하다  anymore [] 더 이상

17 ④

남  Mike는 최신 운동화를 사고 싶어 한다. 그는 계좌에 20달러가 있지

만, 그것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한 달간 주말마다 패스

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100달러를 벌 계획이다. 하지만 그는 그 운동

화를 사려면 아직도 30달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께 돈

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다.

해설 계좌에 20달러가 있고, 100달러를 더 모은 후에도 30달러가 더 필

요하다고 했으므로, 운동화의 가격은 150달러이다.

어휘 latest [] 최신의  account [] 계좌  

18 ③

여  Walter는 새 옷을 쇼핑하고 있다. 그는 ‘하나 사면, 하나가 공짜’ 판촉 

행사를 하는 근사한 스웨터를 본다. 그 스웨터는 50달러이고 그는 50
달러에 스웨터 두 장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파

란색과 노란색 스웨터를 가지고 계산대로 간다. 점원이 그의 상품들을 

스캔하자 Walter는 금전등록기 화면에 100달러가 뜨는 것을 본다. 

그는 등록기에 오류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Walter가 점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금전등록기에 오류가 있어서 가격이 다르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

으므로, 가격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② 난 더는 이 두 셔츠를 원하지 않아요.

③ 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④ 나한테 여기서 쓸 수 있는 할인권이 있는 것 같아요.

⑤ 어떤 것이 가장 좋나요,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

어휘 promotion [] 판촉  deal [] 거래  counter 
[] 계산대  item [] 물품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 

19 ③

여  보세요, 아빠! 학교 신문이에요!

남  진정해. 그것에 뭐가 그렇게 신 나는 일이 있니?

여  1면을 보세요.

남  알았다. 새 학교식당에 관한 기사가 있구나.

여  아니요! 그 밑을 보세요.

남  그래. 얘, 네 사진이구나.

여  네, 그리고 제가 쓴 에세이에요. 그게 1면에 실렸어요!

남  멋지구나!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해설 학교 신문에 딸의 에세이가 실린 것을 보았으므로, 자랑스럽다는 응

답이 이어지는 것이 알맞다.

①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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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페이지가 빠져 있구나.

④ 그들이 내 에세이를 뽑았다니 믿을 수 없어!

⑤ 왜 그들이 그걸 뽑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어휘 front page (신문의) 1면  article [] 기사, 논설  essay 

[] 수필, 에세이    [문제] missing [] 없어진, 빠진  pick [] 

뽑다, 고르다

20 ①

남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여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내가 가본 중에 최악의 식당이야.

남  나도 동의해. 내가 주문한 수프는 식었고 스테이크는 너무 질겼어.

여  그리고 웨이터도! 너무 무례했어.

남  알아. 나한테 물을 엎질렀는데 심지어 사과도 안 했어.

여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남  우리가 식사에 대해 4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여  우리 항의를 해야 할까?

남  응, 지배인을 불러 달라고 하자.

해설 여자가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할지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②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지 말았어야 했어.

③ 그래, 우리는 수프를 시켜야 할 거야.

④ 그래, 여기 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자.

⑤ 형편없는 식사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게 유감이야.

어휘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worst [] 최악의 (bad의 최

상급)  tough [] 질긴  complain [] 불평하다

Dictation Test 10  pp. 124~129

01  1) looking for  2) look fresh  3) You’re welcome

02  1) turn on the heater  2) like summer the most   
3) Would you mind if 

03  1) haven’t decided yet  2) a little far from    
3) won’t have time to enjoy 

04  1) Let’s get started  2) lie on your stomach   
3) pull gently  4) for a few seconds

05  1) buy a train ticket to  2) What time does it arrive   
3) I’ll take one ticket

06  1) I can study anywhere  2) take online classes   
3) look it up  4) I prefer regular books

07  1) work for  2) like playing games   
3) Are you a programmer 

08  1) been a great day  2) haven’t ridden the roller 
coaster  3) get some snacks

09  1) how to get there  2) Walk one more block   
3) You can’t miss it

10  1) catching the flu  2) headache and runny nose   
3) be sure to 

11  1) welcome aboard  2) will be arriving    
3) reach our final destination

12  1) I’d like to check in  2) can be delivered to    
3) check out

13  1) begin in two weeks  2) I’m pretty busy   
3) twice a week  4) take it easy

14  1) Who is this  2) a really big fan of  3) What for   
4) That would be fine

15  1) decided what to do  2) agree on   3) come to an 
agreement  4) can’t make any decisions

16  1) couldn’t study with me  2) telling the truth   
3) Calm down

17  1) not enough to buy  2) on the weekends    
3) lend him some money

18  1) shopping for new clothes  2) a great deal   
3) be a mistake with 

19  1) so exciting about  2) a picture of you  

20  1) To be honest  2) was so rude  3) I wish  

실전모의고사 11회         pp. 130~131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⑤ 07 ① 08 ③ 0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③ 17 ④ 18 ③ 19 ② 20 ③

01 ④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아내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어요. 시계가 있나요?

여  죄송하지만, 없어요. 하지만 예쁜 팔찌는 있어요.

남  아뇨, 아내는 팔찌가 충분히 있어요.

여  귀걸이는 어떤가요? 이 금귀걸이가 인기가 아주 좋아요.

남  오, 마음에 들어요. 얼마죠?

여  50달러에요.

남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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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겠습니다. 어울릴만한 100달러짜리 목걸이도 있어요.

남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해설 남자는 시계를 사려고 했지만 없어서, 귀걸이를 사기로 했다.

어휘 bracelet [] 팔찌  though [] 그러나  pair [] 한 

쌍  matching [] 어울리는, 걸맞는

02 ②

남  Liz, 짐을 벌써 다 쌌나요?

여  네, 쌌어요. 시애틀에 있는 우리 아들을 보러 가는 게 무척 기대돼요. 

우리 비행기가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떠나죠?

남  아뇨, 7시 30분에 떠나요. 알람 맞춰놓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린 적

어도 비행 두 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여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데 여섯 시간 걸리는 거죠, 맞죠?

남  아뇨,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섯 시간 정도 걸려요.

여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애틀에 12시 30분 정도에 도착하겠네요.

남  실제로는, 시차 때문에 11시 30분 정도일 거예요.

해설 체류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휘 pack [] 짐을 꾸리다  set the alarm 시계의 알람을 맞추다

03 ⑤

여  그래서, 이 여행 패키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가격을 제외하고는 마음에 들어요.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여  음, 그건 이 패키지가 훌륭한 호텔과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하

지만 조금 덜 비싼 호텔을 포함한 더 저렴한 패키지를 추천해드릴 수

도 있어요.

남  더 저렴한 건 얼마예요?

여  가격은 7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예요. 선택하시는 날짜에 달려 

있답니다.

남  5월 10일에 출발하는 건 어떤가요?

여  그때는 성수기가 아니니까, 여행비용이 700달러입니다.

남  아, 그건 적당한 것 같네요. 그걸로 할게요.

해설 패키지여행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행사 직원과 손님

의 대화이다.

어휘 tour package 여행 상품  except for …을 제외하고는  provide 

[] 제공하다  range from A to B A에서 B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다  depend on …에 달려 있다  high season 성수기  reasonable 

[] 합리적인; *가격이 적당한

04 ⑤

여  John, 내일 우리랑 영화 보러 갈래?

남  미안, 난 안 돼. 무척 바쁠 거야.

여  뭐 하느라?

남  구청에 가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거든. 푸껫으로 여행을 갈 계

획이야.

여  그게 다야?

남   아니. 내일 오후에 룸메이트가 이사를 해서, 짐 꾸리고 이사 나가는 걸

도와야 해. 그러고 나서 집을 청소하고 과학 과제를 끝내야 해.

여  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구나.

해설 남자가 여행사에 간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district office 구청  passport [] 여권  roommate 

[] 룸메이트

05 ②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Dan Brown의 최신 소설을 찾고 있어요.

남  <The Lost Symbol>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  네, 그게 제목이에요. 전부 찾아봤는데, 그 책을 찾을 수가 없네요.

남  그 책이 있는지 컴퓨터로 확인해 볼게요.

여  감사합니다.

남  음, 한 부가 남아 있네요. 신간 코너에 있어요.

여  오, 거기는 보지 않았어요.

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책이 약간 손상돼 있어요. 하지만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해설 최신 소설을 찾고 있으며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copy [] 사본; *부, 권  section [] 부분, 구획  

damaged [d] 손상된

06 ⑤

남  들어와서 저쪽에 앉으세요.

여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울 있나요? 머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남  네, 저쪽에 바로 있어요.

여  고맙습니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남  괜찮아요. 특별한 배경을 원하세요?

여  아뇨. 그냥 여권에 쓸거라서, 단순한 흰색이 좋을 것 같아요.

남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여  네.

남  좋습니다. 이쪽을 똑바로 보시고, 눈 감지 마세요!

해설 여자는 여권에 붙일 사진을 찍으러 왔으므로, 남자의 직업은 사진사

이다.

어휘 background [] 배경  plain [] 평범한; *무늬가 

없는 

07 ①

여  얘, Jack! 어디 가니?

남  어, 안녕! 음악 연습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여  넌 항상 연습을 많이 하는구나. 너는 분명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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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  왜? 너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남  글쎄,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지난주에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합

격하지 못했어.

여  오, Jack.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이번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시도할 수 있어. 계속 연습하고 기운 내!

해설 오디션에 합격하지 못해 실망한 남자에게 여자는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있다.

어휘 violinist [ist] 바이올린 연주자  orchestra [] 오

케스트라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chin up 기운 내

08 ③

남  이것은 네트와 공을 사용하는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공은 수박과 거

의 같은 크기이다. 두 팀이 경기를 한다. 때로, 각 팀에 여섯 명씩 실내

에서 경기를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각 팀에 두 명씩 해변에서 경기

를 한다. 한 선수가 네트 너머로 공을 서브한다. 그러고 나서 양 팀은 

공을 오고가며 친다. 선수들은 손과 팔을 사용한다. 공이 바닥에 닿으

면, 상대 팀이 점수를 얻는다.

해설 두 팀이 손과 팔을 사용하여 공을 네트 너머로 보내는 스포츠는 배

구이다.

어휘 net [] 그물, 네트  inside [] 실내에서  serve [] 섬

기다; *(공을) 서브하다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갔다  ground 

[] 지면, 땅

09 ②

여  아! 어제 아파트 이사 후에 팔이 너무 아파.

남  나도 그래! 우린 무거운 물건을 너무 많이 들어야 했어. 

여  그래.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좋은 스트레칭을 알고 있어.

남  좋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여  우선, 왼팔을 머리 뒤로 보내.

남  이렇게?

여  응.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 그리고 약간 아래로 눌러. 

남  와! 훨씬 낫다!

해설 남자는 왼팔을 머리 뒤에 놓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은 뒤 

아래로 누르는 동작을 하고 있다.

어휘 sore [] 아픈, 쑤시는  stuff [] 물건  grab [] (단단히) 

붙잡다  elbow [] 팔꿈치  slightly [] 약간

10 ②

여  달걀과 시금치를 사야 해.

남  여기 달걀이 있네. 이것들로 사자. 할인 중이야.

여  꼭 날짜 먼저 확인하도록 해. 가게들은 종종 오래된 품목들을 할인하

거든.

남  7월 14일까진 괜찮아.

여  좋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5일이라는 뜻이네.

남  아니. 실은 7일이야.

여  네 말이 맞아. 헷갈렸어. 그걸로 사자.

해설 유통기한인 7월 14일까지 7일이 남았으므로, 오늘 날짜는 7월 7일

이다.

어휘 spinach [] 시금치 

11 ③

남  나 서점에 다녀왔어.

여  찾고 있던 책은 샀어?

남  아니, 품절이었어.

여  아, 인터넷에서 그 책을 찾아볼게. 책의 이름이 뭐였지?

남  <한국사>야.

여  알았어. 내가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게.

남  그래. 거기에 있어?

여  응, 찾았어. 그리고 10% 할인을 해 줘.

남  내가 지금 그걸 주문하면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 숙제 때문

에 오늘 밤에 필요하거든.

여  오늘 저녁이래.

남  잘됐다. 지금 당장 한 권 주문해야겠어.

해설 남자는 서점에서 사지 못한 책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려고 한다.

어휘 search [] 찾다, 조사하다

12 ②

여  MSC 전자 상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노트북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요.

여  오, 정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  David Hunt입니다.

여  이상하군요. 저희 자료를 보면, 손님의 컴퓨터는 3일 전에 발송됐는데

요. 주소가 High 가 164번지 아니세요?

남  아니요, High 가 146번지에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여  괜찮습니다. 지금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

요.

해설 남자는 지난주에 주문한 노트북 컴퓨터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하

고 있다.

어휘 electronics [] 전자기기  receive [] 받다  

13 ①

여  안녕하세요. Baker 박사의 병원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불편한 곳이 있어서요. 요즘 눈이 무척 충혈되고 건조해

요.

여  전에 여기 오신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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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전에 Baker 선생님에게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언제 진료받길 원하세요?

남  글쎄요, 선생님에게 처방전만 받고 싶어요.

여  네,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오셔야 해요.

남  그렇죠. 내일 아침 11시에 가도 될까요?

여  죄송하지만, 11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가 있어요. 11시 30분에 오실 

수 있나요?

남  네, 좋아요.

해설 남자는 눈이 충혈되고 건조해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려고 전화

했다.

① 처방전을 받으려고  ②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려고

③ 예약을 취소하려고  ④ 예약을 변경하려고

⑤ 병원의 진료 시작 시각을 물어보려고

어휘 treat [] 치료하다  prescription [] 처방전

14 ④

여  얘, Jason. 나랑 파티에 갈래?

남  어떤 파티?

여  사촌 Kate가 한 살이 돼서 Lisa 숙모와 Danny 삼촌이 파티를 할 거

야.

남  멋지다. 두 분 집에서 열리니?

여  아니. 4번가에 있는 해산물 음식점에서.

남  Golden Fish를 말하는 거니?

여  맞아. 그나저나, 4월 2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야. 올 수 있니?

남  4월 27일? 일요일이니? 일요일마다 축구 연습이 있거든.

여  아니, 토요일이야.

남  그렇다면, 가고 싶어.

해설 Kate의 파티는 4월 27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했다.

당신을 저녁 파티에 초대합니다!

① 누가 Danny와 Lisa Kennedy
② 왜 딸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③ 장소 4번가의 Golden Fish 음식점

④ 날짜 4월 27일 일요일

⑤ 시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어휘 turn [] …으로 바뀌다  seafood [] 해산물    

 [문제] celebrate [] 축하하다

15 ②

① 여  너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남  아니. 난 이미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어. 

② 여  지민이가 숙제를 제출했니?

 남  응, 이따가 학교에서 우리를 만날 거야.

③ 여  우리와 함께할래?

 남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할 일이 많아.

④ 여  얼마나 더 걸릴까?

 남  30분 정도. 가능한 한 빨리하고 있어.

⑤ 여  이 소포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남  제 사무실이요. 오하이오주 Springfield, Elm가 22번지에요.

해설 ② 지민이가 숙제를 제출했는지 묻는 말에 있다가 학교에서 만날 거

라는 응답은 어색하다.

어휘 turn in 제출하다

16 ③

여  점심 식사는 다 하셨나요?

남  네, 감사해요. 지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여  네. 어디 볼까요… 볶음밥과 커피 두 잔 드신 것 맞으시죠?

남  네, 맞아요.

여  알겠습니다. 밥은 5달러이고 커피는 한 잔에 2달러 50센트입니다.

남  세금으로 10% 추가해야 하나요?

여  아니요. 이곳엔 식당 부가세가 없습니다.

남  그렇군요. 여기 2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여  감사합니다. 금방 거스름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설 볶음밥 5달러와 한 잔에 2달러 50센트인 커피 두 잔을 합하면 10달

러이고, 남자는 20달러를 냈으므로 거스름돈은 10달러이다.

어휘 tax [] 세금  bill [] 계산서; *지폐

17 ④

여  Carol은 몇 주 전에 멋진 새 카메라를 샀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휴가

를 갈 예정이어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싸고 있다.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새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사방을 찾다가 

남동생의 책상 서랍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그는 사과를 하고, 사용하

고 나서 바로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물건을 

빌릴 때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런 상황에서, Carol
이 남동생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남동생이 물어보지 않고 물건을 빌려 가서 화가 났으므로, 물건을 

빌릴 때 먼저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이미 새 카메라를 주문했어.

② 내 카메라를 찾아 줘서 고마워.

③ 나는 오늘 휴가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④ 무언가 빌리고 싶으면 나에게 먼저 물어봐.

⑤ 왜 지금 나한테 이것에 대해 말하는 거니?

어휘 disappear [] 사라지다  everywhere [] 모든 

곳  apologize [] 사과하다  

18 ③

남  지난 목요일에 나는 숙제가 많아서, 그걸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잠깐 쉬는 동안에, 내 개 Max가 숙제를 물어뜯어서 먹어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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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제를 다시 인쇄하려고 할 때, 프린터기가 고장 났다는 것을 깨달

았다. 더 심각하게도,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그날 밤에 

아팠다. 내게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해설 하루 동안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났으므로, ‘재난은 반드시 한꺼

번에 겹친다.’는 의미의 속담이 가장 어울린다.

① 벽에도 귀가 있다.  ②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③ 비가 오면 억수로 쏟아진다. ④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⑤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어휘 chew up 씹다  stomach [] 배, 위   

19 ②

남  도와드릴까요?

여  이 책들을 빌리고 싶은데요.

남  네. 몇 권이죠?

여  여섯 권이에요. 괜찮나요?

남  사실, 한 번에 다섯 권만 대출할 수 있어요.

여  오, 알았어요. 그러면 이 한 권은 돌려놓을게요.

남  좋아요. 학생증 좀 보여 주시겠어요?

여  여기요.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남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해설 여자는 도서 반납 기한을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③ 합계가 8달러에요.

④ 물론이죠. 문제없어요. ⑤ 죄송하지만, 그건 비밀이에요.

어휘 check out (책 등을) 대출하다  at a time 한 번에  due [] 

기일이 된    [문제] total [] 합계

20 ③

남  얘, Lucy. 중요한 역사 시험 준비됐니?

여  아니 아직. 아직도 공부할 게 많아.

남  나도! 내일까지 준비가 될 것 같지 않아. 끔찍해.

여  무슨 말이야? 소식 못 들었어?

남  소식? 무슨 소식?

여  시험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고 선생님께서 공지하셨어.

남  확실해?

여  응. 학교 웹 사이트에 어제 게시됐어.

남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뻐!

해설 시험 준비를 다 하지 못했는데 시험이 연기되었다고 했으므로, 기뻐

하는 응답이 와야 한다.

① 다시는 늦지 마라. 

② 너는 몇 점 받았니?

④ 미안해. 너에게 말하는 걸 깜빡 잊었어.

⑤ 내가 시험을 빼먹었다니 믿을 수 없어!

어휘 announce [] 알리다, 공지하다  post [] 게시하다

Dictation Test 11 pp. 132~137

01  1) looking for a gift  2) is very popular   
3) I’ll take them  4) these will be enough

02  1) finished packing  2) set the alarm   
3) takes about five hours

03  1) except for the price  2) with less expensive hotels  
3) depends on the dates  4) that sounds reasonable

04  1) Sorry I can’t  2) planning a trip to   
3) help him pack 

05  1) I’m looking for  2) Let me check    
3) give you a discount

06  1) have a seat  2) right over there  3) would be best  
4) don’t close your eyes

07  1) Where are you going  2) I don’t think so   
3) tried my best  4) Keep practicing 

08  1) the same size as  2) on each team   
3) back and forth  4) gets a point

09  1) that might help  2) behind your head   
3) push it down slightly

10  1) They’re on sale  2) put older items on sale   
3) have five days to use  4) I got confused

11  1) it was sold out  2) Let me search this site   
3) How long will it take  4) order a copy

12  1) ordered a laptop  2) According to our file   
3) made a mistake

13  1) having a problem  2) give me a prescription   
3) seeing another patient 

14  1) having a party  2) Can you come  3) In that case 

15  1) join the reading club  2) meet us later    
3) as fast as I can

16  1) two cups of coffee  2) for tax   
3) be back in a minute 

17  1) go on a vacation  2) looks everywhere    
3) She was angry 

18  1) spent many hours doing  2) chewed up    
3) started to feel strange 

19  1) borrow these books  2) put this one back   

20  1) got a lot to study  2) hear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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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2회         pp. 138~139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③ 19 ⑤ 20 ③

01 ⑤

여  첫 요가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니?

남  네, 하지만 조금 긴장돼요.

여  걱정하지 마. 무척 쉬워.

남  그러면 좋겠어요.

여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트레칭을 해야 한단다. 발을 넓게 벌리

고 서렴.

남  네. 쉽네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여  아래로 숙이고 양손을 오른발에 대렴.

남  오! 그건 더 어려워요.

여  그렇지만,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해설 다리를 벌린 뒤 몸을 구부리고 양손을 오른발에 대는 자세이다.

어휘 stretch [] (팔, 다리 등을) 뻗다  far apart 멀리 떨어져  

bend [] 구부리다, 숙이다

02 ④

여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남  네. 오늘 아침에 35번 버스를 탔는데 쇼핑백을 잃어버렸어요.

여  그러시군요. 어디에서 버스를 타셨나요?

남  시청에서 타서 세 정거장 뒤에서 내렸어요.

여  내린 시각을 기억하세요?

남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전 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  알겠습니다. 쇼핑백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  그냥 평범한 백이에요. 검은색이고 작아요. 하지만 그 안에 새 영어 사

전이 들어 있어요.

여  아,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설 남자는 버스에 두고 내린 쇼핑백을 찾고 있으며 여자는 가방이 있는

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므로, 분실물 취급소에서 일어나는 대화이다.

어휘 get on (버스 등에) 타다  get off 하차하다  exactly [] 

정확하게  describe [] 묘사하다  ordinary [] 보통의; 

*평범한  moment [] 순간

03 ②

여  실례합니다. 212호실을 찾고 있는데요. Cooper 선생님이세요?

남  네. Anderson 부인이시군요.

여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  네, 아드님 Tommy에 관해서입니다.

여  그 애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나요?

남  아닙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성적을 보셨나요?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요.

여  오,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 애의 학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남  꼭 그러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격려가 필요해요.

여  맞는 말씀이에요. 그 애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울게요.

해설 교사가 학부모에게 아들의 학업 성적에 대해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

하고 있다.

어휘 behave [] 행동하다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

이다  encouragement [] 격려  so that …이 되도록  

improve [] 개선되다    [문제] secretary [] 비서

04 ⑤

남  Sarah, 무슨 일이니?

여  내 열쇠를 찾을 수가 없어.

남  마지막으로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니?

여  오늘 아침 열쇠를 차에 두고 잠근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

야 하지?

남  아, 이런. 다른 열쇠는 없니?

여  집에 하나 있어. 하지만 집 열쇠도 차 안에 있어.

남  수리기사를 부르는게 어때? 누군가가 신속하게 올 수 있을 거야.

여  하지만 20분 후에 유치원에 딸을 데리러 가야 하거든. 난 수리기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해설 여자는 딸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가서 당황

해 하고 있다.

어휘 lock [] 잠그다  mechanic [] 수리기사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kindergarten [] 

유치원

05 ④

① 남  난 이 재킷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어.

 여  너한테 좀 커 보여.

② 남  도와드릴까요?

 여  아니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③ 남  이 재킷을 환불하고 싶어요.

 여  영수증을 보여주시겠어요?

④ 남  조금 작아요. 이거 더 큰 치수로 있나요?

 여  네, 갖다 드릴게요.

⑤ 남  난 이 꽃무늬가 맘에 들어.

 여  그래, 그리고 너한테 잘 어울려.

해설 남자가 옷 가게에서 재킷을 입어보고는 치수가 작아서 점원에게 이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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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a bit 조금, 약간  look around 둘러보다  receipt [] 영수증  

suit [] 어울리다

06 ③

여  정말 귀여운 기념품이에요! 저 인형들은 얼마에요?

남  이 인형들이요? 하나에 5달러에요, 손님.

여  아니요, 저 큰 것 말고요. 저쪽에 있는 작은 것들이요.

남  아, 알겠어요. 저것들은 하나에 2달러에요.

여  그렇군요. 저기에 있는 티셔츠들도 맘에 드네요.

남  그 티셔츠들은 아주 인기가 많아요. 흰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세

가지 색으로 나오고요.

여  얼마인가요?

남  하나에 10달러에요.

여  좋아요. 작은 인형 두 개와 파란 티셔츠 하나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가방에 넣어드릴게요.

해설 작은 인형 두 개($2x2)와 파란 티셔츠($10)를 구매했으므로, 총 14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어휘 souvenir [] 기념품  certainly [] 확실히; *(대

답으로) 물론이죠

07 ②

남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유능하고 능숙한 음악가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연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팀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악기만 연주하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연주하면서 다

른 오케스트라 단원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다음 공

연은 지금까지의 공연 중에 최고가 될 겁니다.

해설 성공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서는 각자의 악기 연주에만 그치

지 말고, 다른 단원의 연주를 듣고 함께 연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어휘 talented [] 유능한, 재능 있는  experienced 

[] 경험 있는, 능숙한  succeed [] 성공하다  

instrument [] 악기  performance [] 공연  

ever [] 이제껏

08 ⑤

여  이번 겨울 휴가에 할 무언가를 찾고 있나요? 아름다운 멕시코를 방문

하는 건 어떨까요? Global Travel에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패키지여

행 상품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고급 호텔에서 4
박 5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전문 가이드와 지역 시장과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은 개별적으

로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이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Global 
Travel로 오늘 바로 전화 주세요.

해설 여행사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휘 professional [] 직업적인, 프로의  purchase 

[] 사다  separately [] 개별적으로

09 ②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집을 찾고 있는데요.

여  그러시군요. 집을 구매하실 건가요, 임대하실 건가요?

남  임대하려고 합니다. 

여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남  최소한 방이 3개 있는 2층짜리 집을 원해요.  

여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남  아, 그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죠. 오늘 가볼 수 있어요.

해설 남자가 임대할 집을 보고 싶다고 했으므로, 집을 구하기 위해 방문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휘 rent [] 임대하다  story [] 이야기; *층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take a look at …을 한 번 보다

10 ③

남  Julia, 잘 지내니?

여  응,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 할 일이 정말 많아.

남  어떤 일? 아파트에 놓을 크리스마스트리를 살 거니?

여  응, 물론이지. 그것을 장식할 장식품과 전등도 사야 해. 하지만 우선, 

사야 할 선물 목록을 만들려고.

남  그래. 맛있는 진저브레드맨 쿠키도 구우면 좋겠다!

여  그럴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해설 여자는 우선 사야 할 선물 목록을 만들 거라고 했다.

어휘 ornament [] 장식품  decorate [] 장식하다  

make a list 목록을 작성하다  gingerbread man 사람 모양 생강 쿠키

11 ②

① 남  공원에 가는 게 어때?

 여  아니, 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낫겠어.

② 남  이 책은 몇 개의 장으로 되어 있나요?

 여  그것은 우리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에요.

③ 남  우리 내일 소풍을 가는 게 어때?

 여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종일 비가 올 거야.

④ 남  아이스크림 더 먹을래?

 여  응, 하지만 조금만.

⑤ 남  넌 더 자주 운동을 해야 해.

 여  알아, 하지만 많이 바빴어.

해설 ② 남자는 책이 몇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데, 베스트셀

러 중 하나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would rather …하는 편이 낫다  best-selling 베스트셀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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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④

남  몇 시간 후면 네 경주가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기분이 어때?

여  불안해요.

남  너는 분명 잘할 거야.

여  감사해요. 아빠가 경기장에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걸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  미안하지만 경주에는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2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

어. 제시간에 경기장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여  회의가 얼마나 걸리나요?

남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30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여  그러면 오실 수 있어요! 첫 경주는 1시에 시작하지만, 제가 출전하는 

1,000미터 경주는 두 시간 후에 시작해요.

해설 첫 경주는 1시에 시작하고, 여자가 출전하는 1,000미터 경주는 두 

시간 뒤인 3시에 시작한다.

어휘 race [] 경주  cheer [] 응원하다  field [] 경기장

13 ②

남  Michelle, 안녕. 뭐 하고 있니?

여  Joe의 생일 케이크를 굽고 있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남  천천히 해. 너무 급하게 하면 실수할 거야.

여  너는 이해 못 해. 그 애의 파티에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남  조심해!

여  오, 이런. 달걀을 모두 떨어뜨렸어!

남  내가 가게에 가서 새로 사다 줄게.

여  고마워. 그런데 이젠 정말 늦겠다.

남  그냥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해설 여자는 서둘러 케이크를 만들다가 달걀을 모두 떨어뜨렸으므로, ‘서

두르면 일을 망친다.’는 속담이 가장 어울린다.

① 누워서 떡 먹기.  ②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③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④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휘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  quickly [] 빨리, 서둘러서  

watch out 조심하다  take one’s time 천천히 하다   

14 ③

여  Alex, 안녕. 대학 생활은 어때?

남  좋아. 새 기숙사로 막 이사했어.

여  정말? 이전 기숙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니?

남  세 사람과 방을 같이 써야 했어. 하지만 이제 룸메이트가 한 명 뿐이야.

여  잘 됐다.

남  새 기숙사의 방이 더 크기도 하고.

여  그래? 음식은 어때?

남  캠퍼스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이 있어.

여  와, 운이 좋다.

남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전 기숙사보다 강의실에 더 가까워.

해설 기숙사 이용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휘 dormitory [] 기숙사  share [] 공유하다, 함께 쓰다 

15 ④

여  Eddie, 어디 가는 거니? 너 학교 밴드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대강당

은 저쪽이야.

남  그럴 거야, 근데 과학 실험실 먼저 들러야 해.

여  왜? 20분 있으면 공연이 시작할 거야.

남  그래, 하지만 Dana가 방금 전화했는데 도움이 필요해. 잠깐이면 될 

거야.

여  알았어, 단지 서둘러. 좌석이 남아 있지 않을 거야.

남  Dana랑 내 자리 좀 맡아줄래? 우리 빨리 갈게.

여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해 볼게!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Dana와 자신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drop by (…에) 들르다  lab [] 실험실 (laboratory)

16 ②

남  시험 준비됐니? 안타깝게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여  못 들었니? 선생님이 시험을 하루 연기하셨어.

남  정말? 나는 몰랐어. 왜?

여  월요일 수업이 모두 취소되었거든.

남  왜?

여  우리 학교 50주년이기 때문이야.

남  아, 잊고 있었어. 오늘이 목요일이네. 그건 공부할 시간이 5일 있다는 

뜻이야.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

여  나도 동의해. 나는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 갈 거야. 나랑 같이 공부할래?

남  좋아, 너랑 같이 해야겠다.

해설 오늘이 목요일이고 공부할 시간이 5일 남았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

은 화요일에 시험을 치른다.

어휘 postpone [] 연기하다  how come? 왜?, 어째서 (…

인가)?  cancel [] 취소하다  anniversary [] 기념일

17 ②

남  우리 개집을 어디에 놓을까?

여  정원 뒤쪽 문 옆이 어때? 낯선 사람이 오면 짖을 수 있잖아.

남  거긴 너무 멀어. 난 테라스에서 개를 보고 싶어.

여  음, 그럼 테라스 옆 구석은 어때?

남  그건 너무 가까워. 우리 개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

여  그럼 왼쪽, 나무 근처는 어때?

남  완벽해. 너무 멀지 않고, 개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어.

해설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고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개집을 놓기로 했다.

어휘 gate [] 문  bark [k] 짖다  stranger [] 낯선 

사람  terrace [] 테라스  shade []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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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③

여  신문에서 비만 아동에 관한 기사 읽었니?

남  아니, 그것에 대해 말해 봐.

여  비만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대. 그들은 전체 비만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남  정말?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살이 찌는 거야?

여  많은 이유가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컴퓨터 게임과 공부 

때문에 밖에서 놀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남  그거 심각한 문제네.

여  또한 그들은 건강한 식사를 하지 않아.

해설 두 사람은 아동 비만의 실태와 원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overweight [] 과체중의, 비만의  make up 구성하다, 

…을 이루다  gain weight 몸무게가 늘다 

19 ⑤

남  안녕, Sue. 무슨 일이야?

여  안녕, Shawn.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했어. 우리 한동안 서

로 못 봤다. 곧 만나야지.

남  맞아.

여  너 다음 주 금요일에 동창회에 갈 거니?

남  아니, 못 갈 거 같아.

여  왜 못가?

남  다음 주 금요일에 캠핑 여행을 가거든.

해설 여자는 남자가 왜 동창회에 올 수 없는지 물었으므로, 그 이유에 관

한 응답이 와야 적절하다.

①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

② 너희 부모님께 안부 전해 드려.

③ 내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④ 네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

어휘 in a while 한동안  class reunion 동창회

20 ③

여  우빈아, 내가 너한테 빌린 DVD 기억해?

남  응, 기억해. 재미있게 봤니?

여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보지도 못했어.

남  정말? 왜 안봤어?

여  그걸 소파 위에 올려놨는데 개가 그것을 물어뜯었어.

남  설마 농담이겠지. 그래서 더 이상 작동을 안 해?

여  응, 안 해. 정말 미안해.

남  괜찮아. 그 일은 잊으렴.

해설 여자가 빌린 DVD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으므로, 괜찮

다는 응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너의 개가 곧 회복하길 바라. ② 재미있었다니 기뻐.

④ 반납일까지 그것을 꼭 반납하렴. ⑤ 내 컴퓨터로 DVD를 볼 수 있어.

어휘 borrow [] 빌리다  chew [] 씹다, 깨물어 부수다     

[문제] due date 기일, 만기일 

Dictation Test 12 pp. 140~145

01  1) I’m a little nervous  2) need to stretch    
3) Bend down  4) you can do it

02  1) get on the bus  2) got off   
3) describe the shopping bag  4) Wait a moment 

03  1) looking for  2) got a message    
3) been behaving badly  4) pay more attention to 

04  1) can’t find my keys  2) I can’t believe it   
3) as well  4) I’m supposed to pick up 

05  1) a bit large on you  2) I’m just looking around   
3) go get it for you  4) suits you well

06  1) How much  2) over there  3) come in three 
different colors  4) put them in a bag 

07  1) become a member of  2) needs to work together   
3) be our best one ever

08  1) something to do  2) The package includes trips   
3) must be purchased separately

09  1) looking for a house  2) have anything specific in 
mind  3) take a look at 

10  1) What kinds of things  2) make a list of   
3) but not today

11  1) play computer games  2) have a picnic    
3) just a little bit  4) I’ve been too busy

12  1) in a few hours  2) cheering for me    
3) won’t be able to  4) won’t take long

13  1) only have  2) Watch out  3) take your time

14  1) moved into a new dormitory  2) share a room with   
3) How about the food  4) best of all

15  1) drop by the science lab  2) take just a few minutes  
3) Would you hold seats 

16  1) have much time to study  2) classes are canceled  
3) I agree  4) I’ll join you

17  1) next to the gate  2) might be noisy   
3) It’s not too far

18  1) tell me about it  2) What makes children gain 
weight  3) they don’t eat healthy meals

19  1) What’s up  2) haven’t seen each other    
3) I’m afraid I can’t   

20  1) To be honest  2) it doesn’t work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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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Test 10~12   pp. 146~147

A
01 …에 달려있다 02 부드럽게, 약하게 03 소형의 

04 줄을 서다 05 …을 제외하고는 06 손상된 

07 기운 내 08 멀리 떨어져 

09 …에 주의를 기울이다  10 둘러보다 

11 (배, 기차 등에) 탑승한  12 요청하다 

13 …에 들르다 14 결정하다 15 받다 

16 경험 있는, 능숙한 17 직업적인, 프로의 18 목록을 작성하다 

19 계좌 20 게시하다 

21 헷갈리다, 혼란스러워하다 22 알리다, 공지하다 

23 거래 24 천천히 하다 25 연기하다 

26 과체중의, 비만의 27 솔직히 말하면 28 켜다 

29 도움이 되는 30 문 31 실내에서 

32 개선되다 33 약간  

34 합리적인; 가격이 적당한 35 적어도, 최소한 

36 기숙사 37 사과하다 38 한 번에 

39 진실, 사실 40 속도를 늦추다

B 
01 attention 02 bracelet 03 watermelon 

04 thigh 05 pull
06 amusement park  07 calm down 

08 plain 09 violinist 10 bend 

11 ordinary 12 moment 13 behave 

14 encouragement 15 lock 16 kindergarten 

17 souvenir 18 sneeze 19 frequently 

20 destination 21 deliver 22 midnight 
23 opinion 24 spoil 25 back and forth
26 ground 27 grab 28 elbow 

29 spinach 30 seafood 31 disappear 

32 succeed 33 instrument  34 separately 

35 story 36 cheer 37 complain 

38 share 39 anniversary 40 chew 

실전모의고사 13회         pp. 148~149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③ 08 ⑤ 09 ⑤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④ 15 ④

16 ③ 17 ④ 18 ③ 19 ② 20 ②

01 ④

① 여  이 티켓 발매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남  벽에 설명서가 있어요.

② 여  제가 기차를 잘못 탄 거 같아요.

 남  어디로 가시나요?

③ 여  포틀랜드행 표 두 장 주세요.

 남  95달러입니다.

④ 여  이게 기차표 줄입니다.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셔야 해요.

 남  아,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⑤ 여  B 승강장이 어디에요?

 남  A 승강장이 바로 아래층이고 B 승강장은 그 옆이에요.

해설 남자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앞에 서려고 하자 여자가 

뒤로 가라고 하고 있다.  

어휘 manual [] 설명서  turn [] 차례, 순번  platform 

[] 승강장

02 ③

여  내일이 핼러윈이다! 정말 신 나!

남  나도. 난 핼러윈 파티를 기다려 왔어.

여  넌 어떤 복장을 입을 거야?

남  아직 결정 못 했어. 작년에는 야구 선수 복장을 했어.

여  그건 너무 지루해. 난 뱀파이어가 될 거야.

남  멋지다. 난 아마도 올해 고릴라 복장을 할 것 같아.

여  좋다. 그러는 게 좋겠어. 모두 재미있는 복장을 입을 거라서, 우리 정

말 재미있을 거야.

남  그래, 그래야겠어.

해설 여자는 뱀파이어 복장을, 남자는 고릴라 복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어휘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costume [] 복장  

03 ⑤

남  시드니 관광 안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  안녕하세요.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남  그러세요. 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여  오늘 공립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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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남  음, 동물원 근처에는 지하철역이 없어요. 대신 버스나 페리를 타야 해요.

여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남  페리가 좋은 경치를 제공하고 더 빠르기도 해요.

여  좋아요. 그러면 대신 그걸 타야겠어요.

해설 남자의 권유에 따라 여자는 빠르고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페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어휘 public [] 공립의  ferry [] 페리, 연락선  as well …도

04 ②

남 우리 축구 경기장은 처음이잖아. 어느 자리에 앉을까?

여  West Stand가 어때? 홈팬들이 거기에 앉아. 아주 활기찰 거야.

남  하지만 매진될 거야. East Stand는 원정 팬 석이야. 거긴 어때?

여  음, 글쎄. 근데 우리가 가운데 앉으면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어.

남  좋은 생각이야. 음. 햇빛 때문에 South Stand는 너무 더울 거야. 

North Stand는 어때? 

여  좋아! 완벽하게 잘 보일 거야!

해설 두 사람은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North Stand에 앉기로 했다.

어휘 stadium [] 경기장  stand [] (경기장의) 관중석  

supporter [] 지지자; *(특정 스포츠팀의) 팬  energetic 

[] 활기에 찬  sunlight [] 햇빛, 햇살

05 ①

여  너 몸이 안 좋아 보여. 괜찮니?

남  아니, 정말 별로야.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여  왜 못 잤어?

남  위층 아이들이 밤새 아주 시끄럽더라고. 정말 성가셨어. 사실은, 그게 

일상이 됐어. 그 아이들은 항상 시끄럽게 해.

여  정말 안 됐다. 출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자지 그랬어?

남  요즘 내 차를 몰고 출근해. 버스가 너무 느려서.

여  응, 오늘 밤에는 꼭 좀 쉬어.

남  그러려고. 그러고 나서 새 아파트를 알아볼 거야!

해설 위층의 아이들이 항상 시끄러워서 다른 아파트를 찾아야겠다고 했다.

어휘 upstairs [] 위층의  make noise 떠들다, 소란을 피우

다  annoying [] 성가신, 귀찮은  routine [] 판에 박힌 일, 

일상의 일  make sure to-v 확실히 …하다

06 ④

남  안녕, Kate. 내일 같이 놀이공원에 가자.

여  난 갈 수 없어. 디지털카메라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거든.

남  아, 알았어. 디지털카메라는 돈이 많이 들어. 내 것을 사는 데 300달

러가 들었어.

여  응, 알아. 지금까지 나는 70달러를 모았어.

남  그게 다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여  음,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고 나면, 100달러가 더 생겨. 그러면 170달

러가 될 거야.

남  네가 원하는 카메라를 사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니?

여  100달러만 더 벌면 돼.

남  그렇구나. 그래, 행운을 빌어.

해설 모은 돈 70달러와 아르바이트 임금 100달러 외에 추가로 100달러

가 더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카메라 가격은 270달러이다.

어휘 so far 지금까지  get paid for... …에 대한 수당을 받다   

part-time job 시간제 일, 아르바이트  earn [] 벌다

07 ③

여  나랑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새 전시회에 갈래?

남  그래, 나도 그것에 대해 들었어.

여  오늘 오후에 거기에 같이 가는 게 어때?

남  응. 하지만 가기 전에 그림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자. 그러면 전시회

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여  그래, 하지만 그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만든 앱이 있다고 들었어. 

그 앱은 작품에 관해 설명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 배경 지식을 

알려줘. 

남  와, 굉장하다! 그럼 그걸 내려받자.

해설 전시회를 보러 가기 전에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자는 남자의 

제안에 관련 앱을 내려받기로 했다. 

어휘 exhibition [] 전시회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

08 ⑤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요. 오늘 아침에 굽 하나가 망가졌어요.

남  아,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죠?

여  그냥 복도를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신발에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요. 무척 당황스럽네요.

남  정말 죄송합니다. 전액 환불을 받고 싶으시면, 맨 위층으로 가서 고객 

서비스센터에 있는 Langley 씨에게 요청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도와 

줄 거예요.

여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해설 하루 전에 산 신발이 망가져서 항의하는 여자에게 환불을 받고 싶으

면 고객 서비스센터로 가보라고 하자 여자가 그러겠다고 했다.

어휘 heel [] 신발의 굽  hall [] 복도  must have p.p. …이었

음에 틀림없다  upset [] 당황한, 속상한  get a full refund 전액 

환불받다  customer service center 고객 서비스센터

09 ⑤

남  우리 시간에 딱 맞춰 왔어. 공연이 곧 시작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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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같이 오자고 해줘서 고마워.

남  별말을. 멋진 공연이 될 거야.

여  그래. 모두 이 밴드를 보고 싶어 해. 표를 구하다니 넌 운이 좋았어.

남  응. 잠깐만. 표가 어디 있지?

여  몰라. 주머니에 안 넣었니?

남  아니. 집에 두고 온 게 틀림없어.

해설 남자는 공연장에 도착해서야 표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당황

했을 것이다.

어휘 be about to-v 막 …하려고 하다

10 ②

남  숙제하고 있니?

여  아니, 정보를 좀 찾고 있어.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거든.

남  어떤 자전거를 원하니?

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접히는 걸 원해. 

남  접히는 좋은 자전거들이 많아. 중고품을 살 수도 있고.

여  음… 중고 자전거를 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남  고려해 봐. 중고품을 사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해설 남자는 새 자전거를 사려는 여자에게 중고 자전거를 살 것을 조언하

고 있다.

어휘 search for …을 찾다  foldable [e] 접히는  since 

[] …이기 때문에  take up 차지하다  space [] 우주; *공간  

consider [] 고려하다

11 ③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싱가포르행 편도 표를 사려고요.

여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남  5월 14일 토요일이나 5월 15일 일요일이 좋겠어요

여  음, 일요일에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두 개의 항공

편이 있습니다.

남  둘 다 같은 가격인가요?

여  네, 하지만 하나는 아침에 출발하고 다른 하나는 저녁에 떠납니다.

남  그럼 표가 얼마인가요?

여  일반석은 375달러이고, 일등석은 600달러입니다.

남  그럼 저녁 비행기의 일등석 표로 주세요.

해설 남자는 저녁 비행편으로 예약했다. 

어휘 purchase [] 사다  either A or B A 또는 B

12 ②

① 여  우리 보고서 기한이 언제까지지?

 남  오늘부터 일주일 후야.

② 여  어떤 치마가 더 나은 것 같아?

 남  응, 너 멋져 보이는 것 같아.

③ 여  내 책들 가져오는 거 기억했니?

 남  응, 내 가방에 있어.

④ 여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궁금한 게 뭐죠?

⑤ 여  어제 학교에 어떻게 왔니?

 남  어머니가 차로 데려다주셨어.

해설 ② 여자는 어떤 치마가 더 나은지 물었으므로, 선택과 관련한 응답

이 와야 적절하다.

어휘 due date 만기일, 기한  remember to-v …할 것을 기억하다

13 ⑤

여  실례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남  네. 무슨 문제인가요?

여  그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차에 돌아

왔을 때, 누군가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남  도난당한 게 확실한가요?

여  네. 창문이 돌로 깨져 있었어요.

남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해요.

여  알겠습니다.

남  도둑을 잡기 위해 노력할게요. 지갑을 돌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  그러길 바라요.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해설 여자는 차 안에 있던 지갑을 도난당한 것을 신고하고, 남자가 범인

을 잡겠다고 했으므로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teal [] 훔치다 (steal - stole - stolen)  purse [] 지

갑  arrest [] 체포하다  hopefully [] 바라건대, 아마   

14 ④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Brown 씨이신가요?

여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남  오후 5시쯤 택배를 배달하려고요. 집에 계실 건가요?

여  아, 아니요. 아마 7시 넘어야 집에 올 거예요. 경비실에 맡겨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꽤 무거우니, 찾아가실 때 도움을 받으세요.

여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설 남자는 택배 배달 시간을 알리려고 전화했다.

어휘 security guard’s office 경비실

15 ④

남  너 어제 어디에 있었어?

여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있었어.

남  오. 지금은 괜찮아졌니?

여  응, 지금은 훨씬 나아. 영어 수업은 어땠어?

남  좋았어. 몇몇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서, 내가 필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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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말? 네 공책을 빌릴 수 있을까?

남  물론이야. 휴일에 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말해줄게.

해설 남자는 아파서 수업에 빠진 여자에게 공책을 빌려주고 숙제를 알려

주기로 했으므로, 학생들 사이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expression [] 표현    [문제] librarian [] 사

서

16 ③

여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방을 나갈 때 항상 불을 끄는 것으로 시

작할 수 있다. 또한 겨울에 춥다면, 온도를 올리지 마라. 대신 스웨터

를 입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어라. 먹을 것을 찾을 때, 냉장고 문을 열

어 놓고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문을 열기 전에 결정해라. 이 모든 사

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절약이 될 수 있다.

해설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휘 reduce [] 줄이다  waste [] 낭비  turn up (소리·

온도 등을) 높이다  refrigerator [] 냉장고  make one’s 

decision 결정하다  add up to... 합계가 …이 되다  saving [] 절

약  over time 시간이 흘러

17 ④

남  Anderson은 뮤지컬에 출연하고 싶어 한다. 그는 오디션을 많이 봤지

만 하나도 합격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른다. 

그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Jen은 그의 친구 

중 하나인데, 한 오디션에 합격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

는 그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Jen은 문제점을 알아본다. Anderson
은 너무 긴장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Jen이 

Anderso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Jen이 너무 긴장해서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문제이므로 이

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네가 배역을 맡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다!

② 내 다음 연극에서 네게 역할을 하나 줄게.

③ 너는 다음 오디션에서 배역을 맡을 거야.

④ 너는 좀 더 긴장을 풀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야 해.

⑤ 넌 항상 관객을 똑바로 봐야 해.

어휘 breathe [] 호흡하다  naturally [] 자연스럽게    

[문제] part [] 일부; *배역  role [] 역할  audience [] 

관객

18 ③

여  Steve, 무슨 일 있니?

남  엄마가 나한테 몹시 화가 나셨어. 내가 창문을 깼거든.

여  어쩌다 그랬니?

남  마당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공을 너무 세게 찼어.

여  사고였던 것 같네. 너희 엄마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니?

남  음… 엄마가 무슨 일인지 물으셨을 때, 내가 다른 누군가가 그랬다고 

말했어.

여  왜 그랬어?

남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웃이 내가 한 것을 보고 엄마한테 말했어.

여  넌 엄마한테 일어난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어.

해설 자신이 창문을 깨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난 상황이

므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②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③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④ 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휘 yard [] 마당  

19 ②

남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여  아,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이 막 지난주에 이 마을로 이사 왔거든요.

여  그렇군요. 이웃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남  감사해요. 그나저나 어머니 생신에 드릴 꽃을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

어요.

여  꽃이요? 어디 보자… Westlake 쇼핑몰에 꽃가게가 있는 것 같아요.

남  잘됐네요.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여  세 블록 떨어져 있어요.

해설 남자는 꽃가게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물었으므로, 거리에 관한 응답

이 와야 한다.

① 4월 15일 목요일이에요. ③ 장미 12송이에 40달러에요.

④ 3시 15분 정도 됐어요. ⑤ 그 열차는 이 역에 정차하지 않아요.

어휘 neighborhood [] 이웃    [문제] dozen [] 12개

의  quarter [] 4분의 1; *15분

20 ②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머리를 하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서 전에 머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여  네, 보통 Gina가 해 줘요.

남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Gina가 예약이 다 찼어요. 예약된 사람들

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여  정말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남  정확히는 몰라요. 예약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오는 건 어때요?

여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남  언제 다시 오길 원하시나요?

여  빠를수록 좋아요.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언제 다시 미용실에 올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① 저는 막 여기 도착했어요. ③ 머리를 파마하고 싶어요.

④ 제 차례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⑤ 저한테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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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get one’s hair done 머리를 하다  fully [] 충분히, 완전히  

book []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문제] perm [] 파마하다  recommend [] 추천하다

Dictation Test 13 pp. 150~155

01  1) on the wall  2) I’d like two tickets    
3) have to wait your turn  4) next to it 

02  1) been looking forward to  2) I haven’t decided yet   
3) have a lot of fun

03  1) I’d be happy  2) take the bus  3) are faster as wel

04  1) What about  2) be sold out  3) sit in the middle 

05  1) don’t look well  2) making a lot of noise    
3) on your way to  4) get some rest 

06  1) need to save money  2) So far  3) getting paid for  
4) good luck with that

07  1) exhibition opened  2) search for some information   
3) gives us background knowledge 

08  1) bought these shoes  2) walking down the hall   
3) get a full refund

09  1) No problem  2) Wait a minute   
3) must have forgotten 

10  1) doing your homework  2) What kind of bicycle   
3) I never thought about  4) save a lot of money

11  1) purchase a one-way ticket  2) don’t have any 
flights   3) how much are tickets

12  1) one week from today  2) remember to bring    
3) ask you a question  4) get to school 

13  1) seems to be the problem  2) came back to   
3) fill out this form  4) get your purse back

14  1) Who’s speaking  2) be home after   
3) get some help 

15  1) I wasn’t feeling well  2) Are you feeling better   
3) I took notes

16  1) turning off the lights  2) put on a sweater    
3) Make your decision 

17  1) has never passed one  2) one of his friends    
3) in front of her

18  1) is very upset with  2) sounds like an accident   
3) should have told

19  1) Can I help you  2) welcome to the  3) How far is it 

20  1) get my hair done  2) fully booked right now   
3) making a reservation   

실전모의고사 14회         pp. 156~157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③ 09 ② 10 ②

11 ②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② 17 ② 18 ⑤ 19 ③ 20 ④

01 ②

남  여보세요. Cindy. 무슨 일이니, 얘야?

여  아빠, 제 공책 가져오는 걸 깜박했어요. 그걸 학교에 갖다 주실 수 있

어요? 제 책상 위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남  그래, 근데 네 책상 위에 공책이 여러 권이구나. 표지에 별 세 개가 있

는 저 노란색 공책을 원하니?

여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빨간색 공책 있어요?

남  그래, 빨간색 공책이 두 권이구나. 하나에는 하트가 있고 다른 하나에

는 해바라기가 있어.

여  앞에 말씀하신 게 제 거예요. 고마워요, 아빠. 11시에 학교 문 앞에서 기

다릴게요.

해설 여자가 찾고 있는 공책은 하트가 있는 빨간색 공책이다.

어휘 several [] 몇몇의  gate [] 문

02 ④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아침 6시에 모닝콜을 해주시겠어요? 전 504호에 머무르

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더 있을까요?

여  음, 지금 룸서비스가 가능한지 궁금하던 차였어요.

남  네,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  간식을 좀 원해요. 우선 메뉴를 볼 수 있을까요?

남  물론입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메뉴가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는 주

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해설 모닝콜과 객실 번호, 룸서비스 등의 표현으로 보아, 호텔 직원과 투

숙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wake-up call (호텔의) 모닝콜  certainly [] 확실히; 

*(대답으로) 물론이죠.  available [] 이용할 수 있는

03 ⑤

여  Kim’s 치과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치과 검진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언제로 예약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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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화요일에 시간 되나요?

여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날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수요일은 어떠

세요?

남  안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언제인가

요?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여  그럼 금요일만 가능하겠어요.

남  알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해설 남자는 금요일에 치과를 방문하기로 했다.

어휘 dental [] 치과의  make an appointment 예약을 하다  

checkup [] 건강 진단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04 ⑤

여  여보, 우리가 봐온 아파트들에 관해 이야기해요. 그것들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해요?

남  A동에 있던 거 어때요? 우리에게 딱 맞는 크기인 것 같아요.

여  네, 그래요. 그런데 거긴 출입구 근처라서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남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1층은 고르지 말아야 해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B동에 있는 방은 어때요?

남  우리에겐 너무 커요. 우린 방 세 개는 필요 없어요.

여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만 남네요.

남  난 좋아요. 공원과 가까워서 운동하기 편할 거예요.

해설 두 사람은 공원과 가까이에 있는 C동을 골랐으며, 시끄러울 수 있는 

1층은 배제하기로 했다.

어휘 entrance [] (출)입구, 문

05 ④

남  너 어제 새 휴대전화 샀어?

여  매장에 갔는데, 안 샀어.

남  왜? 맘에 드는 걸 찾지 못했어?

여  그게 문제였어. 새 휴대전화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고를지 모르겠더라

고.

남  그래, 요즘 새로운 모델이 많아. 나도 지난주에 새 휴대전화 사기 전에 

조사 많이 했어.

여  아, 너 새것 샀어? 네가 괜찮다면, 나 새 휴대전화 고르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남  물론이지. 좋아.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새 휴대전화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research [] 조사, 연구  mind [] 언짢아하다 

06 ④

남  Baltimore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표를 보여주시겠습니

까?

여  여기 있습니다.

남  고맙습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휴대전화를 꺼 주십시오.

여  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또한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껌을 씹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미술품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남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미술관에서는 로비에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술품 사진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 미술관에서 뛰지 말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remind [] 상기시키다  allow [] 허용하다  artwork 

[] 미술품  run [] 달리다; *운영하다

07 ⑤

여  Pizza World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Patrick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찾는

다는 광고를 봤어요. 아직도 사람을 구하고 있나요?

여  네, 맞아요. 저희는 피자를 배달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  평일 하루에 4시간이고, 오후 5시부터 시작해요.

남  아, 그거 좋네요. 그리고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요?

여  한 시간에 10달러를 받게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 들르시는 게 

어때요?

남  좋아요. 그때 뵐게요.

해설 남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어휘 advertisement [] 광고  deliver [] 배달

하다  weekday [] 평일  pay [] 급여  come by 들르다

08 ③

남  어디 가니?

여  프런트에 가는 길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남  궁금한 게 뭔데?

여  기숙사에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남  아, 이 층에 세탁기가 있어. 내가 전에 봤어.

여  아, 잘됐다. 어디에 있니?

남  모퉁이를 돌면 바로 세탁실이 있어. 하지만 동전을 좀 가져가야 할 거

야.

여  지금은 동전이 없는데.

남  음, 프런트에 가면 분명 잔돈을 줄 거야.

여  그래, 맞아. 거기에 먼저 가야겠어.

해설 세탁기를 이용하려면 동전이 필요하므로, 여자는 프런트에 가서 잔

돈을 구하기로 했다.

어휘 front desk (호텔 등의) 프런트  dormitory [] 기숙사  

laundry [] 세탁  washing machine 세탁기  coin []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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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②

남  물에 들어가자.

여  아, 기다려. 우린 아직 준비운동을 안 했어.

남  그래서 뭐?

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거 몰라?

남  알아, 하지만 전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

여  음, 해야 해.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면 다치기 쉬워. 우린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남  알았어, 지금 할게.

여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속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휴식도 취해야 해. 

해설 여자는 물속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고를 하고 있다. 

어휘 warm up 준비운동을 하다  prevent [] 예방하다, 막다  

take a break 잠시 휴식을 취하다

10 ②

남  맛있는 식사였어. 나는 이 식당에 꼭 다시 올 거야.

여  응, 나도 잘 먹었어. 아, 여기 계산서가 있다. 각자 낼까?

남  그래, 그렇게 하자.

여  어디 보자. 내 식사는 10달러고, 네 것은 12달러였어.

남  그래. 그리고 식사에 10% 세금이 있어.

여  응, 그럼 난 10달러에 추가로 10% 세금을 내야겠네.

해설 여자의 식사는 10달러였고 세금이 10% 붙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11달러이다.

어휘 bill [] 계산서  separately [] 각각  tax [] 세금

11 ②

여  Joshua는 학생이다. 그는 미술 수업 과제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

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서 몇 시간을 그가 즐겨 오르는 집 뒤의 

언덕을 그리면서 보낸다. 그는 과제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미술 선생

님을 만족시키길 바란다. 그 다음 주에 학교에 갔을 때 Joshua는 선

생님께서 몇몇 학생들의 그림을 선택해 벽에 걸어두신 것을 알게 된

다. 그의 그림은 선생님의 책상 바로 위인 특별한 장소에 걸려 있다.

해설 과제로 제출한 자신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어휘 satisfy [] 만족시키다  spot [] 장소, 곳

12 ⑤

남  Ted는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다. 그는 채소, 생선, 치즈와 우유

를 산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부엌에 놓는다. 우유를 냉

장고에 넣다가, 그는 유통 기한이 이미 지난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가게로 돌아가서 그것을 매장 관리자에게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Ted가 관리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우유의 유통 기한이 지났으므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저는 그 요구르트를 사고 싶어요.

② 매장 관리자를 만나러 왔었어요.

③ 시간제 일자리에 지원하러 왔어요.

④ 실례합니다. 초콜릿 우유는 어디에 있나요?

⑤ 이 우유는 유통 기한이 지났어요. 새 걸로 주세요.

어휘 groceries [ies]식료품류  vegetable [] 채소  

expiration date 유통 기한

13 ②

여  이것은 인기 있는 겨울 스포츠이다. 그것은 북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북유럽에는 눈이 많다. 그것은 눈 덮인 산에서 한다. 사람들은 특수 부

츠를 신고 그것을 특수 보드 위에 붙인다. 또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눈 덮인 산을 천천히 또는 빠르게 미끄

러져 내려갈 수 있다. 그것은 동계 올림픽에서도 경기가 치러진다. 

해설 특수 보드 위에 붙인 특수 부츠를 신고 눈 덮인 산을 미끄러져 내려

오는 스포츠는 스키이다. 

어휘 snowy [] 눈에 덮인  control [] 조절하다  slide 

down 미끄러져 내려가다    [문제] sledding [] 썰매 타기 

14 ④

남  Joan, 나랑 전자상가에 같이 갈래?

여  그래. 거기서 뭘 사려고?

남  새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여  하지만 넌 작년에 하나 샀잖아. 벌써 신형 모델을 원하는 거야?

남  아니. 사실은 내 예전 카메라는 꽤 만족스러웠어.

여  아, 그럼 그게 고장 난 거야?

남  아니, 괜찮아. 근데 그걸 남동생에게 줬어.

여  아, 정말? 왜?

남  그 애가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직접 카메라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여  와. 넌 멋진 형이다.

해설 남자는 자신의 카메라를 동생에게 줘서 새 카메라를 사려고 한다.

어휘 electronics [] 전자 장치  satisfied [d] 만족

하는  photography [] 사진 촬영  afford [] (…을 살) 여

유가 되다

15 ⑤

여  Tony, 새 <엑스맨> 영화가 이번 주말에 개봉할 거래. 이번 주말에 그

거 보는 거 어때?

남  미안하지만, 난 아주 바쁠 것 같아. 토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자료 조사

를 하고 나서 저녁에는 내 블로그를 업데이트할 거야.

여  그게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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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니. 일요일에는 우리 개를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 그리고 친구들

과 콘서트에 갈 거야.

여  정말 많은 걸 계획해 두었구나. 꼭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

해설 영화를 본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update [] 새롭게 하다  vet [] 수의사  relax [] 

쉬다

16 ②

① 여  나는 휴가 동안 제주도에 갔어.

 남  여행 어땠니?

② 여  내 파란색 스웨터 봤니?

 남  백화점에서 파란색 예쁜 스웨터를 봤어.

③ 여  비가 많이 오는 데 우산이 없어.

 남  내 것을 써도 돼.

④ 여  나 오늘 저녁에 노래 대회에 나가.

 남  행운을 빌어.

⑤ 여  히터를 켜자. 너무 추워.

 남  이미 켜져 있어.

해설 ② 자신의 스웨터를 봤냐고 물어봤는데, 백화점에서 봤다고 대답하

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keep one’s fingers crossed 행운[좋은 결과]를 빌다  turn on 

…을 켜다  

17 ②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매번 식사 후에 아프네요. 제 배 때문에 약을 좀 사고 싶어요. 

남  아직도 통증이 있으신가요?

여  네, 한 시간 전에 아침을 먹었는데, 다시 아프기 시작하네요.

남  알겠습니다. 이 알약을 드셔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여  얼마나 먹어야 하죠?

남  식후 30분마다 한 알씩 드세요. 약이 듣지 않는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

아보셔야 합니다.

해설 식후 30분마다 약을 복용하라는 것으로 보아, 약국에서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tomach [] 배, 위  pill [] 알약  work [] 일하다; 

*(약 등이) 효과가 있다    [문제] pharmacy [] 약국

18 ⑤

남  나는 학교에 친구들이 많았다. 방과 후에 그들과 놀면서 재미있게 지

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부러져서, 내 가방을 들어주고 학교

에 통학하는 것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진호 말고는 내 친구들 

중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진호는 달랐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도와줬다. 그는 나에게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해설 남자는 다리가 부러져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를 보며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므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

는 속담이 어울린다.

①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② 기회를 놓치지 마라.

③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휘 used to …하곤 했다  except [] 제외하고  friendship 

[] 우정 

19 ③

남  안녕, Sandy. 오늘 밤의 축구경기 때문에 신이 나니?

여  응. 내 생각엔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팀이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잖아.

여  그들이 경기하는 걸 빨리 보고 싶어. 그래서 넌 오늘 밤 경기를 어디서 

볼 거니?

남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서. 너는?

여  나는 가족과 경기장에 갈 거야.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축구경기를 어디서 볼 것이냐고 물었으므로, 장소

와 관련된 응답이 나와야 한다.

①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② 내 생각에는 비가 올 거 같지 않아.

④ 나는 그가 그 팀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해.

⑤ 나는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야구가 좋아.

어휘 have a good chance of v-ing …할 가능성이 크다  lately 

[] 최근에

20 ④

남  얘, Nancy. 내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

여  물론 기억하지. 아빠 생신이잖아.

남  맞아. 그리고 우린 아직 아빠께 드릴 선물을 못 샀어.

여  그래. 내 숙제가 끝나면 쇼핑몰에 가자.

남  음, 지금 나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여  아니야,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남  좋아. 그럼,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내 방에 있을게.

여  그래, 숙제를 다 하면 알려줄게.

해설 여자는 아빠의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같이 가고 싶어 하므로, 숙제

를 다 하면 남자에게 알려주겠다는 응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우린 게임 할 시간이 없어.

② 우리 그건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떨까?

③ 그래, 난 네가 좋은 선물을 고르리라 믿어.

⑤ 아니야, 아빠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어휘 by oneself 혼자    [문제] trust [] 신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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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ion Test 14 pp. 158~163

01  1) forgot to bring my notebook  2) on its cover   
3) in front of 

02  1) give me a wake-up call  2) What would you like  
3) next to the bed

03  1) make an appointment  2) do volunteer work    
3) as soon as possible  4) that works for me

04  1) talk about the apartments  2) could be too noisy   
3) only one choice left  4) get exercise

05  1) went to the store  2) what to choose   
3) help me choose 

06  1) turn off your cellphone  2) take pictures of    
3) purchase pictures of the artwork 

07  1) looking for someone  2) the working hours   
3) how much the pay  4) how about coming 

08  1) have a question  2) on this floor  3) I’m afraid   
4) I’ll go there first

09  1) warm up  2) should stretch first    
3) easy to get hurt  4) take a break 

10  1) return to this restaurant  2) pay separately   
3) on the meal

11  1) paint a picture  2) works hard on the project    
3) hung them on the wall

12  1) to buy some groceries  2) comes back home    
3) goes back to 

13  1) has a lot of snow  2) wear special boots    
3) control their speed

14  1) looking for  2) was quite satisfied with    
3) can’t afford to buy one 

15  1) will be released  2) do some research    
3) take some time to relax

16  1) during the vacation  2) It’s raining hard    
3) keep my fingers crossed  4) turned on

17  1) feel sick after every meal  2) starting to feel    
3) see a doctor

18  1) used to have fun  2) None of my friends    
3) what friendship is

19  1) getting excited about  2) can’t wait to see    

20  1) haven’t gotten him a present  2) by myself  

실전모의고사 15회         pp. 164~165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① 15 ⑤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①

01 ③

남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있니?

여  응, 야구 경기는 처음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어. 이제 

내가 규칙을 아니까, 더 즐길 수 있어.

남  정말? 잘됐다. 아, 투수가 속구를 던지려는 것처럼 보여.

여  어떻게 알아?

남  코치가 서 있는 자세 보여?

여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놓은 것 말이야?

남  그래. 그게 속구를 던지라는 신호야.

여  재미있다! 난 그건 몰랐어.

해설 속구를 의미하는 신호는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놓는 것이다.

어휘 now that …이므로, …이기 때문에  pitcher [] 투수  

fastball [] 속구  coach [] 코치  signal [] 신호

02 ⑤

남  안녕, Sally. 지난 주말에 뭐했니?

여  안녕, Tom. 그냥 집에 있었어. 일요일에 축구 경기는 어땠어?

남  아, 지난주에는 축구를 안 했어.

여  왜? 넌 경기는 절대 안 빠지잖아.

남  어머니 생신이어서 부모님을 뵙고 같이 하루를 보냈어.

여  오, 어머니께 뭔가를 사드렸니?

남  응. 어머니께서 내 선물을 좋아하셨어.

여  다행이다. 어머니께 무엇을 사드렸는데?

남  스카프를 드렸어. 

해설 남자는 지난 일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부모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

냈다.

어휘 How come? 왜?, 어째서?

03 ④

남  내일 크리스마스이브를 위해 모두가 올 거야. 우리 다 준비됐어?

여  아직 안 됐어. 아직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남  정말? 어떤 거?

여  난 호박파이를 만들어야 해. 그러고 나서 모두를 위해 선물 포장을 해

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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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좋아. 난 집 장식을 시작해야겠네.

여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다 끝나면 집 앞의 눈 좀 치워 줘.

남  그건 벌써 했어. 대신 거실을 청소기로 청소하는 게 어떨까?

여  좋아. 우리가 같이하면 모든 걸 제시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해설 남자는 집 앞의 눈을 이미 치웠다고 했다.

어휘 pumpkin [] 호박  wrap [] 포장하다  decorate 

[] 장식하다  clear off 치우다  vacuum [] 진공청소

기로 청소하다

04 ⑤

여  Jason, 지금이 몇 시인지 아니?

남  죄송합니다, Stewart 선생님.

여  어제는 고장 난 알람시계 때문에 지각했다고 말했었지, 오늘은 이유가 

뭐니?

남  집을 일찍 나섰는데,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서 역을 놓쳤어요.

여  알겠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 다시는 늦지 마라.

남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해설 남자는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내릴 역을 놓쳤다고 했다.

어휘 broken [] 고장이 난  fall asleep 잠이 들다  excuse 

[] 변명

05 ④

남  여보, Brenda가 전화했어요? 밖이 거의 어두워졌는데요.

여  친구 집에 있다가 8시 30분까지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남  하지만 이미 8시 45분이에요.

여  여보, 겨우 15분 늦은 걸요.

남  그래요, 하지만 휴대전화를 안 받아서요. 늦을 때마다 우리에게 전화

하잖아요.

여  진정해요. 아마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고 있을 거예요.

남  내가 밖에 나가서 그 애를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해설 남자는 딸의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어휘 probably [] 아마도    [문제] regretful [] 후회

하는

06 ⑤

남  Oakville 고등학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시간제 일자리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남  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음식점에

서 전에 일해본적 있으세요?

여  네. 전 지난여름에 Chang 음식점에서 일했거든요.

남  좋아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일해본 

적은요?

여  실은 없어요.

남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수요일과 금요

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실 수 있나요?   

여  네. 전 화요일과 목요일을 빼면 매일 시간이 돼요.

남  좋아요. 면접을 위해 내일 학교로 오실 수 있나요?

여  네, 좋습니다.

해설 수요일과 금요일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인: Oakville 고등학교

① 구내식당 시간제 근로자 

② 업무: 음식 서빙과 청소

③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함

④ 학교 근무 경험이 필요하지는 않음 

⑤ 시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어휘 experience [] 경험  necessarily [] 반드시  

available []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문제] duty [] 

의무; *직무  require [] 필요하다  through [] 동안 내내

07 ③

① 남  이 크래커 살 수 있나요?

 여  죄송하지만, 그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② 남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여  오른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③ 남  이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 머핀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여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④ 남  이 아이스크림 얼마에요?

 여  4달러입니다.

⑤ 남  커피 만들기 강좌를 듣고 싶습니다.

 여  강좌를 들으시려면,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해설 카페에서 남자가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받고 불만스러운 표정

으로 여자 점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08 ④

남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군요, 그렇죠? 저는 Brad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막 가입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여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에 운동해 본 적이 없어요.

남  괜찮습니다. 그럼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체중을 줄이고 싶어요.

남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체중을 줄이실 수 있어요. 스트레칭 끝나면, 

삼십 분 동안 자전거를 타세요.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하셔야 해요.

해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여자에게 운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

의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임을 알 수 있다.

어휘 newcomer [] 새로 온 사람  frankly speaking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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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말해서  muscle [] 근육  regularly [u] 규칙적으로    

 [문제] trainer [] 헬스 트레이너  athlete [] 선수

09 ③

남  너 내일 뭐 할 거니?

여  영화를 볼 거야. 난 정말로 <쿵푸팬더>를 보고 싶거든.

남  그거 재미있겠다.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어.

여  그럼 나랑 같이 갈래? 판촉 행사를 하고 있어. 우린 화요일과 수요일

에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남  나도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내일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

여  모레는 어때? 그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남  좋아! 가고 싶어.

해설 화요일과 수요일에 할인 행사를 하는데 남자가 내일인 화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모레 만나기로 했으므로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promotion [] 홍보, 판촉  discount [] 할인

10 ④

남  실례합니다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어디로 가시려는 거죠?

남  공연장을 찾고 있어요.

여  그곳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쭉 직진하셔서 첫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

쪽으로 도세요.

남  네.

여  그러고 나서 두 블록 더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공연장은 당신의 오

른편에 있을 거예요. 큰 간판이 있어요. 쉽게 찾을 겁니다.

해설 공연장은 현 위치에서 직진해서 첫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돈 

뒤, 두 블록 더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그 오른편에 있다.

어휘 lost [] 길을 잃은  signboard [] 간판

11 ②

남  배가 또 불편하신가요? 

여  아녜요, 배는 괜찮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주신 약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남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여  목이 아파요. 

남  알겠어요. 어디 봅시다.

여  감기인가요?

남  네. 통증을 완화하는 알약을 드릴게요.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많

이 마시세요.

해설 여자에게 감기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주는 것으로 보아, 의사와 

환자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bother [] 괴롭히다  sore [] 아픈  pill [] 알약  

ease [] (고통 등을) 완화하다

12 ④

남  우리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던 거 기억해?

여  물론이지. 6시 30분, 맞지?

남  응, 맞아. 어디서 만날까?

여  백화점 앞에서 만나는 거 어때? 식당에서 가깝거든. 

남  아니야, 그곳은 모든 사람이 만나는 곳이야. 너무 붐벼.

여  그럼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제과점 앞에서 만나자.

남  좋아. 거기는 식당에서 멀지 않아.  

해설 두 사람은 지하철역 근처의 제과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휘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crowded [] 붐비

는

13 ④

여  여보세요.

남  안녕, Mindy. 나 Frank Dawson이야.

여  안녕, Frank! 요전 날 네 여동생을 봤어.

남  알아. 그 애가 네 전화번호를 알려 줬어.

여  아, 잘됐네. 우리 졸업 후에 대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남  그러게. 그건 그렇고, 내 동생한테 들었는데 네가 Palace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여  맞아. 지난주에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

남  음, 네가 자랑스럽다. 넌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그 

호텔은 우리 시에서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이고.

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Frank.

해설 남자는 여자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전화했다.

① 남자의 여동생에 관해 물어보려고 ② 새 직원을 고용하려고

③ 여자에게 사과하려고 ④ 여자에게 축하하려고

⑤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어휘  [문제] employee [] 고용인, 종업원  congratulate 

[] 축하하다

14 ①

여  Jason은 어디 있어?

남  과자랑 음료수를 사느라 가게에 있어.

여  좋아. 그 애 없이 장식하는 것을 시작해야겠다.

남  좋은 생각이야. 이 큰 표지는 어디에 걸어야 하지? ‘당신이 그리울 거

예요.’라고 쓰여 있는 거 말이야.

여  칠판에 걸자. 테이프 어디 있어?

남  저기 책상 위에. Hopper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여  그러게. 오늘부터 1주일 후면 선생님은 프랑스행 비행기에 타실 거야.

남  정말 슬퍼.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송별회를 열게 해 주셔서 기뻐.

여  나도. 이제 저 교과서들을 옮겨. 이 꽃들은 저쪽에 두면 되겠다.

해설 두 사람은 프랑스로 떠나는 선생님을 위해 교실에서 송별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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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어휘 hang [] 걸다  principal [] 교장    

 [문제] stationery store 문구점

15 ⑤

① 여  나 우리 오빠의 재킷을 잃어버렸어.

 남  내가 너라면, 너희 오빠에게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② 여  내일 그 새로 생긴 저 음식점에 가자.

 남  나도 가고 싶어. 몇 시에 만날까?

③ 여  수학 시험 잘 봤니?

 남  아니. 예상보다 점수가 안 좋았어.

④ 여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기에 도착했니?

 남  자전거를 타고 왔어.

⑤ 여  왜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어?

 남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해설 ⑤ 여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므로, 그 이유와 관련된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worse [] 더욱 나쁜 (bad의 비교급)

16 ④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이 사과들을 사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사과가 여섯 개니까 4달러 80센트입니다.

여  저기요, 사과가 5개뿐인데요.

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4달러입니다.

여  네.

남  다른 것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오늘 오렌지가 아주 좋은데요.

여  네, 신선해 보이네요. 오렌지는 얼만데요?

남  한 개에 1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오렌지도 5개 살게요.

해설 사과 5개($4)와 오렌지 5개($1x5)를 샀으므로, 지불할 금액은 총 

$9이다.

어휘 come to 합이 …이 되다

17 ③

남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이다. 우리는 다른 도시나 국가로 

가고 싶을 때 이곳에 들러야 한다. 그것에는 상점, 음식점, 그리고 심

지어 스파와 헬스클럽도 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맞이하러 이곳

에 간다. 우리는 이곳에 버스, 지하철, 또는 택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

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양한 도시나 국가로 날아갈 수 있다. 

해설 다른 도시나 국가로 갈 때 들르는 곳으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고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가는 곳은 공항이다.

어휘 stop by (잠시) 들르다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such 

as …와 같은

18 ②

여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 Julie는 공원 주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이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때 Julie는 공원에 홀

로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녀가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녀는 

그가 관광객임을 알아챈다. 그는 지도를 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 Julie는 그가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를 도와주

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Julie가 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

인가?

해설 혼란스러워하는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말이 적절하다.

① 시청에 어떻게 가나요?

② 무언가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③ 미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④ 실례합니다만, 이것이 당신의 우산인가요?

⑤ 공항까지 몇 정거장 남았나요?

어휘 peaceful [] 평화로운  confused [] 혼란스러워 

하는  

19 ④

여  너무 신이 나. 이제 여름휴가야.

남  맞아. 너는 올해 무엇을 할 거니?

여  유럽으로 또 여행을 갈 거야.

남  멋진데. 작년에는 독일에 가지 않았니?

여  맞아, 그리고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프랑스에도 갔었어.

남  와, 많은 곳을 갔구나. 그럼 올해는?

여  올해는 이탈리아에 갈 거야.

해설 올해 어느 곳을 여행할지 물었으므로 여행하려는 지역이나 국가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작년에 그곳에 갔었어. ② 응,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③ 응, 나는 유럽에 가고 싶어. ⑤ 나는 더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

어휘 take a trip 여행을 가다  as well …도

20 ①

남  너 <반지의 제왕> 다 읽었니?

여  응. 전체 시리즈를 이미 다 읽었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남  그럼 지금은 무엇을 읽고 있니?

여  막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기 시작했어.  

남  넌 판타지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여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야.

남  나도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 사실, <해리포터>는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중 하나야. 네가 다 읽은 후에 내가 빌려도 될까?

여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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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남자는 여자가 책을 다 읽은 후에 그것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으므

로, 수락 또는 거절의 응답이 와야 한다.

② 그건 전혀 비싸지 않았어.

③ 그래, 우리 고모는 정말 친절해.

④ 고마워. 나는 그것을 정말 빌리고 싶어.

⑤ 그래. 몇 시에 만나고 싶니?

어휘 genre [] (예술 작품의) 장르  do you mind if... …해도 괜

찮겠습니까?

Dictation Test 15 pp. 166~171

01  1) more interesting than I thought   
2) throw a fastball  3) I didn’t know that

02  1) stayed at home  2) never miss a game   
3) buy something for  4) gave her a scarf

03  1) several things to do  2) need to wrap gifts    
3) in front of our house  4) get everything done in time

04  1) what time it is  2) fell asleep   
3) It won’t happen again

05  1) It’s almost dark outside   
2) answering her cellphone  3) I’d better go outside 

06  1) I’m calling about  2) I worked at    
3) that kind of experience  4) available every day 

07  1) are not for sale  2) find it on the right   
3) make a new one  4) join the class

08  1) where to start  2) Frankly speaking   
3) exercise regularly  4) control your meals 

09  1) watch a movie  2) go with me   
3) the day after tomorrow

10  1) I’m lost  2) not far from here  3) You can’t miss it

11  1) I’ve been eating well  2) have a sore throat   
3) ease your pain

12  1) in front of  2) It’s too crowded  3) not far from 

13  1) the other day  2) since graduation   
3) I’m proud of you

14  1) start decorating  2) hang it on the blackboard   
3) One week from today

15  1) If I were you  2) do well on  3) rode my bicycle

16  1) May I help you  2) made a mistake   
3) look fresh  4) take five oranges

17  1) stop by this place  2) to greet someone   
3) take an airplane 

18  1) walking around the park  2) gets close to    
3) looks very confused

19  1) It’s time for  2) take another trip to   
3) you went to many places

20  1) just started on  2) one of my favorite genres  

Word Test 13~15     pp. 172~173

A
01 이용할 수 있는 02 …을 기대하다 03 지금까지 

04 평일 05 치우다 06 필요하다 

07 차지하다 08 고려하다 09 아마도 

10 지갑 11 잠시 휴식을 취하다

12 유통 기한 13 솔직히 말해서 14 교장 

15 4분의 1; 15분 16 사진 촬영 17 몇몇의 

18 …하곤 했다 19 우정 20 최근에 

21 문구점 22 수의사 23 사서

24 시간이 흘러 25 (고통을) 완화하다 26 아픈 

27 만족하는 28 (…을 살) 여유가 되다 

29 당황한, 속상한 30 미술품 31 장식하다 

32 식료품 33 언짢아하다  

34 …에 대한 수당을 받다  35 판에 박힌 일, 일상의 일  

36 팔려고 내놓은   37 고용인, 종업원 

38 확실히; (대답으로) 물론이죠 39 …을 찾다 

40 만기일, 기한

B 
01 public 02 energetic 03 earn 

04 platform 05 control 06 research 

07 remind 08 advertisement 09 laundry 

10 pitcher 11 signal 12 wrap 

13 vacuum 14 regretful 15 experience 

16 necessarily 17 duty 18 coin 

19 lost 20 space 21 arrest 
22 expression 23 run 24 congratulate 

25 peaceful 26 stomach 27 reduce 

28 waste 29 refrigerator 30 breathe 

31 audience 32 yard 33 naturally  

34 recommend 35 foldable 36 regularly 

37 manual 38 prevent 39 steal 
40 hop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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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6회     pp. 174~175

01 ③ 02 ③ 03 ② 04 ① 05 ②

06 ③ 07 ③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⑤ 14 ④ 15 ④

16 ① 17 ③ 18 ② 19 ⑤ 20 ①

01 ③

여  신문에 난 이 사진 좀 봐요!

남  어디 봐요.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몇몇 사람들이네요.

여  Eric 삼촌 몰라보겠어요? 콧수염이 있는 사람이요.

남  콧수염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모자를 쓴 뚱뚱한 사람인가요?

여  아니요, Eric 삼촌은 살을 많이 뺐어요. 그리고 모자가 아니라 안경을 

썼고요.

남  음. 넥타이를 맨 사람들 중 한 명인가요?

여  맞아요. 키가 더 큰 사람이요. 이제 알아보겠어요?

남  아, 그래요. 와, 큰 대회에서 우승했네요. 

여  삼촌은 항상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해설 여자의 삼촌은 콧수염이 있고 말랐으며, 안경을 쓰고 넥타이를 맨 

키가 큰 남자이다.

어휘 recognize [] 알아보다  mustache [] 콧수염

02 ③

여  너 왜 그렇게 바쁘니?

남  오늘이 아내 생일이야. 그래서 오늘 밤 생일 파티를 열려고 해.

여  다 됐니?

남  거의. 집을 청소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샀어.

여  케이크는?

남  오븐에 있어. 초콜릿 케이크를 굽고 있거든.

여  우와,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남  응, 그래. 이제 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여  무엇을 만들 거니?

남  페퍼로니 피자를 만들 거야.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거든. 

해설 남자는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고 했다.

어휘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favorite [] 가장 좋아하는 것 

03 ②

① 남  도와드릴까요?

 여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② 남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여  네. 이 수프는 약간 짜네요.

③ 남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  저기 붉은색 건물 옆이에요.

④ 남  너 피곤해 보인다. 잠을 충분히 못 잤니?

 여  맞아. 영화를 보느라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⑤ 남  우리 여름 휴가에 대해 생각한 것 있니?

 여  캠핑이 어떨까?

해설 ② 남자가 소금을 건네달라고 부탁했으므로,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look around 둘러보다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다

04 ①

남  얘, Sally야, 너 Olive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본 적 있니?

여  응, 점심 먹으러 막 거기 있었어. 정말 끔찍했어.

남  왜? 무슨 일 있었어?

여  내가 어제 전화를 해서 친구들을 위해 예약했거든. 하지만 우리가 거

기에 도착했을 때, 식당에서는 우리 테이블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

남  너 당황스러웠겠다.

여 그랬어. 우리는 30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앉았어.

남  매니저가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니?

여  아니, 그게 최악이었어. 나는 절대 그 식당에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해설 예약을 했음에도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과도 받지 못해

서 화가 났을 것이다.

어휘 horrible [] 끔찍한  embarrassing [i] 당황스

러운  be seated 앉다    [문제] frightened [] 깜짝 놀란, 겁먹은

05 ②

여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남  네. 몇 명이 사용하실 건가요?

여  세 명이요.

남  알겠습니다. 빈방 표를 확인하고 하나를 고르세요.

여  출입문 근처의 방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에 사용했는데 좀 시끄러웠어

요. 방 C를 쓸 수 있나요?

남  죄송하지만, 그 방은 여덟 명 넘는 인원을 위한 방입니다. 책장 가까이

에 있는 방은 어떠세요? 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  음… 저는 복사기 바로 옆에 있는 방을 이용하고 싶어요. 자료를 좀 복

사해야 하거든요.

남  알겠습니다.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해설 여자는 출입문 근처가 아니면서 복사기 옆에 있는 방을 골랐다. 

어휘 vacancy [] (호텔 등의) 빈방  entrance [] (출)

입구  access [] 접근하다; 이용하다  material [] (특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06 ③

남  안녕, 민주야. 네 가방 정말 크다! 어디 가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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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녕, Mike. 부모님 댁에 가는 중이야.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을 거야.

남  부모님이 어디에 사셔?

여  부산에 사셔. 거기에 가려고 KTX를 탈 거야.

남  아, 나 지금 시내에 가는데. 내가 역까지 태워 줄까?

여  고맙지만, 난 택시를 불렀어. 그런데 Mike,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남  물론이지, 뭔데?

여  내가 없는 동안 내 우편함 좀 확인해줄래? 요즘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

이 많다고 들었거든.

남  알았어. 문제없어.

해설 여자는 부모님 댁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의 우편함을 확인해달라고 부

탁했다.  

어휘 give a ride 태워 주다  target [] 목표로 삼다

07 ③

남  찾으시는 걸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저는 중간고사를 위해 책을 하나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책 이름이 무엇이죠?

여 <French History>라는 책이에요.

남  알겠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남  괜찮아요. 제가 컴퓨터로 찾아보면 돼요.

여  다행이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  죄송합니다만, 그 책은 지금 대출 중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반납될 

겁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올게요.

해설 책 이름과 대출 여부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 사서와 

학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author [] 저자  appreciate [] 감사하다

08 ④

여 진수야, 너의 내년 계획은 뭐니?

남  나는 미국에 갈 거야. 그곳에서 공부할 계획이야.

여  정말? 와, 굉장하다. 무엇을 공부할 건데?

남  컴퓨터 공학.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거든.

여  흥미로운데! 언제 떠나니?

남  학교는 9월에 시작하지만,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8월에 떠날 거야.

여  아파트? 거기서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인데?

남  학위를 따려면 3년이 걸릴 거야.

해설 남자는 아파트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어휘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  programmer [] 

프로그래머  degree [] 학위

09 ①

남  여보세요?

여  안녕하세요, Thomas. 옆집에 사는 Fiona예요.

남  안녕하세요, Fiona. 잘 지내세요?

여  아니요.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  정말이요? 어디 아프세요?

여  아니요. 당신의 개 때문에요. 밤새 짖더군요.

남  오, 정말 죄송해요. 창문 밖에 고양이가 있었나 봐요.

여  이해해요, 하지만 매우 짜증이 나더군요. 밤에 개를 조용히 시켜주시

겠어요?

남  네. 저희 개가 더는 그렇게 많이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  고마워요, Thomas.

해설 여자는 옆집의 개가 짖는 소리에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불평하

기 위해 전화했다.

① 소음에 대해 불평하려고 ② 실수에 대해 사과하려고

③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려고 ④ 진료 예약을 하려고

⑤ 남자에게 자신의 개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려고

어휘 bark [k] 짖다  annoying [] 짜증 나는    

[문제] complain [] 불평하다  watch [] 보다; *(잠깐) 봐

주다

10 ④

남  그거 알아? 우리 가족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

여  아, 저런! 전학도 가는 거야?

남  걱정하지 마. 이사 갈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

여  잘됐네. 그런데 왜 이사 가는 거야?

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작아서. 이사 갈 집은 2층이고 침실도 네 개야.

여  좋겠다. 새집이야?

남  아니. 20년 전에 지어진 집이야. 새집은 비싸서.

여  맞아. 우리 삼촌이 얼마 전에 새집을 샀어. 50만 달러였어!

남  와! 그나저나 네가 한번 봐야 해. 모퉁이에 있는 빨간 집이야.

해설 남자가 이사 갈 집의 가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cost [] (비용이) …들다; 값, 비용  million [] 100만

11 ③

① 여  내일 날씨가 어떠니?

 남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올 거래.

② 여  아까 내 가방을 도서관에 둔 것 같아.

 남  다시 가서 찾아와야 해.

③ 여  아, 우산 가지고 오는 걸 잊었네. 하나 사야겠어.

 남  내 것을 같이 쓰는 게 어때?

④ 여  네 우비 정말 맘에 들어. 그거 어디서 샀니?

 남  부모님께서 사주셨어.

⑤ 여  책들을 반납했니?

 남  아직. 이 수업 끝나고 반납할 거야.

해설 우산이 없는 여자가 비를 보며 서 있고, 우산을 든 남자가 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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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①

남  공원 입장권 한 장 주세요.

여  30달러입니다. 회원이시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아니요, 아니에요.

여  학생 할인도 됩니다. 학생이시면 20% 할인해드립니다.

남  아니에요. 저는 전액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요.

여  잠시만요. 이번 달에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반액을 

할인해드립니다. 지금이 3시 50분이지만, 그 판촉 행사를 적용해드릴

게요.

해설 공원 입장권은 30달러인데, 오후 4시 이후 반값 할인을 적용해주기

로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15달러이다.

어휘 discount [a] 할인  apply [] 적용하다  promotion 

[] 판매 촉진 

13 ⑤

남  지선아, 너 화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여  남자친구와 싸웠어.

남  왜? 내가 맞춰 볼까… 그가 네 생일을 잊어버렸니?  

여 아니야. 내 생일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남  그럼 뭐야?

여  그 애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심지어 전

화도 받지 않아. 때때로 나는 그 애가 나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한

다고 느껴져.

남  오, 그건 문젠데.

해설 여자는 남자친구가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화가 나 있다.

어휘 upset [] 속상한, 마음이 상한  fight [] 싸우다 (fight-
fought-fought)

14 ④

남  안녕, Sharon. 나 Bob이야. 

여  안녕, Bob. 무슨 일이야?

남  우리 회의 일정이 변경될 것을 알려주려고 전화하는 거야.

여  아, 정말? 화요일 오전 11시 아니야?

남  응, 그랬어. 그런데 연례 회의 때문에 그 회의가 이틀 뒤로 밀렸어. 

여  알았어. 시간도 변경되었니?

남  아니.

해설 회의 일정이 화요일에서 이틀 연기되었으나 시간 변경은 없으므로, 

변경된 회의 일정은 목요일 오전 11시이다.

어휘 push back (회의 등을) 뒤로 미루다  annual [] 연례의, 

매년의  conference [] 회의, 학회

15 ④

남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가 많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

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일을 

더 잘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

을 완벽하게 하는 게 더 낫다.

해설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어휘 at once 동시에  ability [] 능력  focus on …에 집중하다  

perfectly [] 완벽하게 (↔ imperfectly)

16 ①

남  안녕, Carol. 다이어트는 어떻게 돼가?

여  잘 되는 것 같아. 벌써 5kg을 뺐어.

남  정말? 빠르다!

여  응. 두 달 전만 해도, 난 60kg이 나갔어.

남  멋지다. 하지만 넌 더 이상은 뺄 필요가 없어. 지금 좋아 보여.

여  음, 고마워, 그런데 여름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3kg을 더 빼고 싶어.

남  좋아. 그렇지만 조심해. 너무 마른 건 건강하지 않아. 

해설 남자는 너무 마르면 건강하지 않으므로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어휘 weigh [] 무게가 …이다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thin 

[] 마른

17 ③

여  너 괜찮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남  음, 배가 아파. 뭔가 상한 걸 먹은 것 같아.

여  이런. 너 진찰을 받아야겠다. 내가 병원에 데려다줄게.

남  고맙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

여  그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남  대신 약국에 태워다 줄래? 약을 좀 사고 싶어.

여  물론이지. 문제없어.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병원 대신 약국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두 사람은 

약국에 갈 것이다.

어휘 stomachache [] 복통  pharmacy [] 약국  

medicine [] 약

18 ②

여  매일 우리는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들에 대해 듣습니다. 

어느 것에라도 대비를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만일 지진이 났는데 실

내에 있다면 건물에서 나가지 마세요. 대신 책상 아래나 출입구 안으

로 가세요. 밖에 있다면 높은 건물이나 나무로부터 떨어지세요. 그리

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천천히 길가로 차를 대고 차에서 나오지 마세

요. 비상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해설 여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

75정답 및 해설 



고 있다.

① 응급 치료 ② 지진 안전 수칙

③ 사고의 흔한 원인들 ④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⑤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최상의 방법들

어휘 disaster [] 재앙  prepare [] 대비하다  

earthquake [] 지진  indoors [] 실내에  doorway 

[] 출입구  get away from …에서 벗어나다  pull over (차를) 

길가에 대다  emergency [] 비상    [문제] treatment 
[] 치료, 처치  cause [] 원인, 이유   victim [] 피해

자, 희생자

19 ⑤

남  오늘 일은 어땠어요, 여보?

여  좀 바빴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남  잘됐네요.

여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소방차를 봤어요. 이 근처에 불이 났었어요?

남  네, Baker 씨 댁에 불이 났어요. 

여  정말이요? 큰불이었나요?

남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어요. 소방차가 빨리 도착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다쳐서 기뻐요.

해설 불이 났지만 부상자가 없었다는 말에, 안도하는 응답이 와야 자연스

럽다.

① 문 잠그는 것을 잊지 말아요. ② 며칠 쉴 수 있다면 좋겠네요.

③ 그녀에게 문병을 가야겠어요. ④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어휘 fire truck 소방차  neighborhood [] 근처, 이웃  

catch fire 불이 붙다    [문제] lock [] 잠그다  get hurt 다치다

20 ①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약 5개월 전에 이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수리가 필요해요.

남  좋습니다. 1년 동안은 모든 수리가 무료입니다. 문제가 뭐죠?

여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에 두고 가시면 문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남  언제 스마트폰이 다시 필요하십니까?

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해설 남자는 언제 스마트폰이 필요한지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응답이 와

야 한다.

② 갈색으로 사겠습니다. ③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④ 보통은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⑤ 바로 3주 전에 구입했습니다.

어휘 work [] 일하다; *작동하다  find out 알아내다 

Dictation Test 16 pp. 176~181

01  1) Look at this picture  2) with the mustache   
3) he’s wearing glasses  4) won a big contest

02  1) throwing her a birthday party   
2) How about the cake  3) need to start making dinner

03  1) I’m just looking around  2) a little bit salty   
3) get enough sleep  4) What about camping

04  1) have you ever been to  2) made a reservation    
3) must have been embarrassing  4) never go back to 

05  1) how many people  2) was a bit noisy   
3) access the books easily  4) fill in the form

06  1) for a week  2) give you a ride  3) while I’m away  
4) No problem

07  1) looking for a book  2) It’s called   3) look it up   
4) is checked out 

08  1) plan on studying  2) When do you leave   
3) take me three years 

09  1) couldn’t sleep last night.  2) I’m so sorry about   
3) try to keep him quiet 

10  1) two blocks away from  2) That sounds great   
3) take a look at 

11  1) How is the weather  2) pick it up   
3) bought it for me  4) return them after this class

12  1) have a student discount  2) pay full price   
3) apply the promotion 

13  1) you look upset  2) had a great time    
3) play computer games too much

14  1) let you know about  2) pushed back two days   
3) as well

15  1) talk on the phone  2) are proud of   
3) do one thing perfectly 

16  1) How’s your diet going  2) lose any more weight  
3) be careful

17  1) have a stomachache  2) not that serious   
3) drive me to the pharmacy

18  1) around the world  2) go under a desk    
3) pull over to the side 

19  1) was a little busy  2) on my way home   
3) nobody was hurt

20  1) get it repaired  2) suddenly stopped working    
3) let us fin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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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7회      pp. 182~183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③ 08 ② 09 ② 10 ⑤

11 ③ 12 ②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⑤ 20 ⑤

01 ④

여  Jacob,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네 침대에 둘 더 따뜻한 담요가 필요해.

남  그래요, 엄마. 저쪽에 담요들이 있어요. 같이 골라요.

여  그래. 난 이게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넌 꽃무늬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  맞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체크무늬는 좋네요.

여  그래, 하지만 그건 너무 얇아. 따뜻하지가 않을 거야. 대신 이건 어떠니?

남  전 그 동그라미들이 싫어요. 이 별무늬가 더 좋아요.

여  어디 만져보자. 좋아. 이건 충분히 두꺼운 것 같구나.

남  좋아요. 그럼 이걸로 사요.

해설 남자는 별무늬가 있는 담요를 사기로 했다.

어휘 blanket [] 담요  pick out 고르다  checkered [] 

체크무늬의  thick [] 두꺼운

02 ⑤

남  여보, 부엌 벽을 페인트칠해야겠어요. 지금 색상이 지겨워요.

여  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갈색이 좋았던 적이 없네요.

남  부엌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어때요? 깨끗해 보일 거예요.

여  좀 추운 느낌이 들것 같아요.

남  그럼 노란색이나 녹색은 어때요?

여  글쎄요, 노란색은 너무 밝아요. 하지만 녹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녹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여  네, 그게 좋겠네요.

해설 두 사람은 부엌의 벽을 녹색으로 칠하기로 했다.

어휘 bright [] 밝은  relaxed [t] 긴장을 푼

03 ④

여  여보세요?

남  안녕, Kelly. 나 Greg이야.

여  아! 안녕, Greg! 내 문자 메시지 받았어?

남  응. 월드컵 파티를 여는 건 좋은 생각 같아.

여  나도 그래. 피자를 시키고 결승전을 볼 거야. 하지만 네가 오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야.

남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전화했으니까. 난 꼭 갈게.

여  아, 좋아! 난 네가 늦게까지 일해서 못 올 거라고 생각했어.

남  아니야. 나 요즘 그다지 바쁘지 않아.

해설 남자는 여자의 월드컵 파티 초대를 수락하려고 전화했다.

① 질문을 하려고   ② 핑계를 대려고

③ 사과를 하려고   ④ 초대를 수락하려고

⑤ 약속을 변경하려고

어휘 definitely [] 분명히, 틀림없이   [문제] make an 

excuse 변명하다  apology [] 사과

04 ③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남  3월 30일 뉴욕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좌석이 남아 있나요?

여  물론입니다. 아직 여러 좌석이 남아있어요. 일등석으로 하시겠어요 아

니면 일반석으로 하시겠어요?

남  일반석이요. 짧은 비행일 뿐이라서 추가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  알겠습니다. 창가 쪽 좌석으로 하시겠어요, 통로 쪽 좌석으로 하시겠

어요?

남  통로 쪽으로 주세요. 출구 근처에 좌석이 있나요?

여  있습니다. 500달러입니다.

해설 남자는 일반석으로 통로 쪽에 있는 출구와 가까운 좌석을 선택했다.

어휘 first class 일등석  economy class 일반석  extra [] 추

가의  aisle seat 통로 쪽 좌석  exit [] 출구   

05 ②

남  이봐, Jill. 왜 시무룩한 얼굴이니?

여  남동생이랑 싸웠거든.

남  아. 왜?

여  그 애가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그 애한테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는 싸우긴 했지만, 그 후에 화해했

어.

남  그러면, 뭐가 문제야?

여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남  너희 부모님?

여  부모님이 나에게만 벌을 주셨어. 그분들은 내가 누나이기 때문에 그 

애에게 잘 해줘야 한다고 하셨어. 그건 불공평해.

해설 여자는 남동생과 싸웠는데 부모님이 자신만 벌을 주어 억울할 것이다.

어휘 long face 시무룩한 얼굴  turn down (소리를) 낮추다  make 

up 화해하다  punish [] 벌주다  unfair [] 불공평한

06 ③

남  민주야, 뭘 보고 있어?

여  우리 암벽 등반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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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 정말? 멋진데. 이름이 뭔데?

여  이름은 Harold Perez이고 학생이야.

남  학생? 너무 어릴지도 몰라. 18세 이상이야?

여  응. 19살이야. 하지만 등반 경험은 없대.

남  그건 괜찮아. 우리가 방법을 알려주면 되니까.

여  맞아. 그 애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남  그 애가 왜 가입하고 싶은지 설명해 놨어?

여  응. 실외 운동에 관심이 있대. 좋은 회원이 될 거 같아.

해설 Harold는 19세라고 했다.

어휘 outdoors [] 실외에서    [문제] application 

[] 원서, 신청서  occupation [] 직업

07 ③

① 남  실례합니다. 흰색 셔츠를 찾고 있어요.

 여  스웨터 옆 저쪽에 있어요.

② 남  얼마에요?

 여  30달러에요. 카드로 지불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③ 남  이 셔츠에 구멍이 있어요.

 여  오, 죄송합니다. 새것으로 교환하시겠어요?

④ 남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 돈을 좀 인출하고 싶어요.

 여  저쪽에 있는 ATM을 이용하세요.

⑤ 남  신용 카드로 지불할 수 있나요?

 여  죄송합니다. 우리는 현금만 받습니다.

해설 남자가 구멍 난 셔츠를 들고 옷 가게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어휘 cash [] 현금  exchange [] 교환하다  withdraw 

[] 인출하다  accept [] 받아 주다

08 ②

여  안녕하세요, Joey. 앉으세요.

남  감사합니다. Jones 씨.

여  저는 손님에게서 들어온 최근 불만사항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  아! 무엇에 관한 것들이었나요?

여  음, 이번 주에 몇몇 손님들이 당신이 그들을 무례하게 대했다고 했어요.

남  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좋지 않아서 

몇몇 손님들이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더 주의

하겠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떻든 항상 손님에게 정중해야 

하는 거예요.

남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해설 매니저가 점원의 불친절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사항을 당사자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어휘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recent [] 최근의  complaint 
[] 불평  customer [] 손님  rude [] 무례한  

explain [] 설명하다  notice [] 알아차리다  polite 

[] 정중한

09 ②

여  실례합니다. 22번 버스가 이미 지나갔나요?

남  아니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  정말이요? 제가 가진 시간표를 보면 5분 전에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남  네, 하지만 전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이게 자주 늦더라고요.

여  아, 그래요?

남  네. 그리고 오늘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가 곧 올 겁니다.

여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겠네요.

남  아, 보세요. 이제 오네요.

해설 버스가 지나갔는지 묻는 상황과 버스가 오고 있다는 남자의 마지막 

말로 보아,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ass by 지나가다  schedule [] 일정표, 시간표  

patient [] 참을성 있는

10 ⑤

여  당신의 새 영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예요. 우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  흥미로운데요. 그것을 감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

니까?

남  전쟁 장면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특수효과를 

사용했죠.

여  그렇군요. 언제 극장에서 당신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남  11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여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은 사람이 당신의 영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 영화를 감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영화감독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cience fiction film 공상과학 영화  direct [] 감독하다  

scene [] 장면  special effects 특수효과  release [] 놓아주

다; *(영화를) 개봉하다

11 ③

남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이다. 그것은 4년마다 열리

는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

다. 1988년에 우리는 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많은 운동선수들

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각 스포츠 경기의 우

승자는 금메달, 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는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행

사를 기다린다. 

해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그리스에서 유래했으며, 우

승자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올림픽이다.  

어휘 leading [] 대표적인  originate [] 유래하다  

ancient [] 고대의  athlete [] 운동선수  particip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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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다  bronze [] 동

12 ②

여  안녕, Nick. 주말 어떻게 보냈어?

남  안녕, Christie. 정말 편안했어.

여  Dan이랑 농구 경기 보러 안갔어?

남  유감스럽게도  Dan이 몸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앤 집에 있었어.

여  그러면 너도 안갔니?

남  응, 그 표들을 남동생에게 줬어. 그리고 난 하이킹을 갔어.

여  정말? 혼자서?

남  응.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

해설 남자는 지난 주말에 혼자서 하이킹을 갔다.

어휘 relaxing [] 편한  unfortunately [] 유감스

럽게도  by oneself 혼자서

13 ④

여  학생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내일 우리는 현대 미술관으로 견학을 갑니

다. 오전 9시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시간에 맞춰오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은 내일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복을 입어도 

좋습니다. 작은 공책과 펜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시락도 가져와야 합니

다. 우리는 오후 4시까지 학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미술관까지의 이동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field trip 견학, 현장학습  uniform [] 교복, 유니폼  

casually [] (복장이) 편안하게  ought to …해야 한다

14 ⑤

여  넌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할 거니?

남  아직 모르겠어. 넌 어때?

여  음, 난 자원봉사 모임 회원이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거야.

남  아, 정말? 보통 어떤 활동을 하니?

여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지역 주민 회관에 가. 

가끔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노인들을 가르쳐.

남  우와, 멋지다! 얼마나 자주 그들을 가르치니?

여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우린 방학 동안에는 횟수를 늘리려고 해. 너 

관심 있으면 우리랑 같이하는 게 어때?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어휘 volunteer work 자원봉사  community center 지역 주민 회

관  increase [i] 늘리다 

15 ③ 

남  여보세요, Flower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Karen Smith입니다. 예약했어요.

남  네, 9월 16일로 트윈룸 두 명을 예약하셨네요. 맞습니까?

여  네. 그런데 네 명으로 바꾸고 싶어요.

남  그렇다면 더 큰 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방들은 그날 예

약이 다 찼습니다.

여  정말이요? 그럼 트윈룸을 하나 더 예약할 수 있나요?

남  네, 아직 방 하나가 남아있어요.

여  그거 잘됐네요.

해설 여자는 큰방이 없어서 방을 추가로 예약해달라고 했다.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switch [] 바꾸다

16 ⑤

① 남  이 바지에 불만이 있어요.

 여  무엇이 문제인가요?

② 남  너 축구 해본 적 있니?

 여  아니,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

③ 남  너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했었니?

 여  응, 하지만 네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

④ 남  영화에 관해 얘기해줄래?

 여  피카소의 인생에 관한 영화고, 아주 재미있어.

⑤ 남  쓰레기를 어디에 둘까요?

 여  조만간에요.

해설 ⑤ 쓰레기를 어디에 둘지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응답이 

와야 자연스럽다.

어휘 turn off …을 끄다  garbage [] 쓰레기  sooner or 

later 조만간

17 ③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다음 주 <지킬 박사와 하이드> 뮤지컬 표 2장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한 장당 100달러입니다.

여  저는 이 아트센터 회원인데요.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남  네, 받을 수 있어요. 회원 카드를 보여주시면, 30% 할인을 받으세요.

여  잘됐네요. 여기 회원 카드가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정상가는 200달러인데 30% 할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해설 원래 가격은 200달러인데 30% 할인이 되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

은 140달러이다.

18 ⑤

남  Jessica는 고등학생이다. 중간고사가 내일이라서 그녀는 학교 도서

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Jessica의 옆에 앉은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

다. 그의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서 Jessica는 집중할 수

가 없다. 도서관은 꽉 차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좌석이 없다. 이런 상

황에서, Jessica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

엇인가?

해설 옆 사람에게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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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음악을 줄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힙합 좋아하세요? ② 이 근처에 빈자리가 있나요?

③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④ 당신의 헤드폰은 어디서 샀나요?

⑤ 음악을 줄여주시겠어요?

어휘 midterm [] 중간고사  loud [] (소리가) 큰   

19 ⑤

남  여보, 나 왔어요.

여  당신 오늘 행복해 보이네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남  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상사가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전 정말 기뻐요.

여  잘됐네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축하할 겸 저녁 외식을 하는 게 

어때요?

남  좋은 생각이네요. 생각나는 음식점이 있나요?

여  시내에 있는 멕시코 음식점은 어때요?

해설 남자는 생각나는 음식점이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와야 적절하다.

① 미안하지만, 전 지금 바빠요.

②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싶어요.

③ 내일 7시가 좋을 것 같아요.

④ 저는 그곳이 싫어요. 거기는 너무 붐비거든요.

어휘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celebrate [] 축하

하다

20 ⑤

남  나 어때? 나 오늘 밤에 데이트가 있거든.

여  어디 보자… 네 셔츠랑 바지가 아주 멋져.

남  고마워. 그리고 나는 이 재킷을 입으려고 해.

여  좋은 선택이야. 넥타이도 맬 거야?

남  응. 이 두 개 중에 결정하려던 참이야.

여  솔직히 말해서 둘 중 어떤 것도 보기 좋을 것 같지 않아.

남  정말? 넥타이를 고르는 건 항상 어려워. 날 위해 하나 골라줄래?

여  그래. 이 파란색 넥타이는 어떠니?

해설 남자는 넥타이를 골라달라고 부탁했으므로, 어울리는 넥타이를 제

안하는 응답이 와야 자연스럽다.

① 나는 집에 있는 편이 낫겠어.

② 그 셔츠도 멋져 보이는구나.

③ 나는 그림을 꽤 잘 그려.

④ 아니, 나는 그곳에 너를 태우러 갈 수 없어.

Dictation Test 17 pp. 184~189

01  1) pick one out together  2) keep you warm   
3) Let me feel it

02  1) I’m tired of  2) feel a little cold   
3) seems fine to me  4) would be perfect

03  1) get my text message  2) won’t be fun    
3) might be working late

04  1) book a flight to  2) it’s worth the extra money   
3) near the exit

05  1) Why the long face  2) turn down the volume   
3) what my parents did   4) should be nice to 

06  1) What are you looking at  2) might be too young  
3) he’s excited to learn  4) He’s interested in 

07  1) They’re over there  2) pay by card or cash   
3) exchange it for  4) we only accept cash

08  1) take a seat  2) some recent complaints    
3) let me explain  4) won’t happen again

09  1) has passed by  2) should have arrived    
3) It’ll be here soon  4) Here it comes 

10  1) The story is about  2) used lots of special effects   
3) It’ll be released 

11  1) held every four years  2) participate in this event  
3) look forward to 

12  1) It was pretty relaxing  2) gave the tickets to    
3) I really enjoyed myself

13  1) arrive at school  2) don’t have to wear    
3) ought to bring 

14  1) during winter vacation  2) do some volunteer work  
3) to teach children  4) Once a week

15  1) made a reservation  2) change it to   
3) are all booked 

16  1) want to complain about  2) Have you ever played   
3) was turned off  4) sooner or later

17  1) How can I help you  2) get a discount   
3) Here’s my membership card

18  1) a high school student  2) sitting next to    
3) can’t concentrate

19  1) I’m home  2) something good happen   
3) Good for you

20  1) have a date  2) wear this jacket   
3) trying to decide  4) pick on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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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8회     pp. 190~191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9 ④ 10 ③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⑤

16 ② 17 ① 18 ③ 19 ② 20 ③

01 ③

남  내 등이 너무 아파!

여  왜 그런데? 최근에 운동하고 있니?

남  아니, 밤새 책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

여  아, 그렇구나. 내가 등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아.

남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여  그럼. 먼저, 아기가 손과 무릎을 이용해서 기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해. 

너의 손바닥은 바닥과 평평히 하고.

남  이렇게?

여  응, 잘하고 있어. 이제 너의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약간 아래로 숙여.

남  고마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해설 여자는 아기가 기는 듯한 자세로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약간 아래로 

숙이는 자세가 등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어휘 sore [] 아픈  work out 운동하다  get in a pose 자세를 취

하다  crawl [] 기다  palm [] 손바닥  flat [] 평평한  

curve [] 구부리다

02 ③

여  3월 7일 도쿄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남  편도십니까, 왕복이십니까?

여  왕복이요. 2주 후에 돌아오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일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 중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  비즈니스석은 얼마인가요?

남  900달러입니다.

여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군요. 일반석은 얼마죠?

남  비즈니스석의 반값입니다.

여  좋습니다. 일반석으로 주세요.

해설 일반석은 비즈니스석($900)의 반값이므로 $450이다.

어휘 book [] 예약하다  return [] 왕복; 돌아오다  first 
class (여객기의) 일등석  business class (여객기의) 이등석, 비즈니스석

03 ③

남  오늘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여  새로운 머리 모양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파마를 하는 것

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남  네. 제 생각에도 파마가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학생이세요?

여  네. 저는 서울 중학교에 다녀요. 왜요?

남  지금 특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은 학생증만 보여주면 20퍼센

트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여  좋은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학생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할인

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남  죄송하지만, 학생증 없이는 할인해 드릴 수 없어요.

해설 남자는 학생증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 할인을 해 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어휘 suit [] 어울리다  student ID 학생증

04 ⑤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 고양이가 아픈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 먹지도 않고, 

거의 온종일 자요. 전에는 아주 활동적이었거든요.

남  그렇군요. 제가 좀 살펴볼게요.

여  어떤가요?

남  글쎄요,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하루 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여  물론입니다. 괜찮아지길 바라요.

남  우리가 잘 돌봐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 애완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병원에

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used to-v …하곤 했다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mild 

[] (정도가) 가벼운

05 ⑤

여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남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 같군요. 속도위반을 하셨습니다.

여  오, 정말이에요?

남  여기 제한 속도는 60km/h인데, 당신은 70km/h로 달리고 있었어요.

여  죄송합니다. 구직 면접에 늦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고 있었어요.

남  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운전할게요.

남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여  딱지를 떼실 건가요?

남  네, 그렇습니다.

해설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속도위반 딱지를 떼려고 하는 것으로 보

아, 운전자와 경찰관의 대화이다.

어휘 speed [] (자동차 등이) 속도를 내다; *속도위반을 하다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ticket [] 표; *(위반) 딱지

06 ③

여  우리 어디서 피크닉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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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나무 아래 어때?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

여  내 생각엔 추울 거 같아. 나는 햇빛에 앉고 싶어. 연못 옆에 앉는 건 어

떨까?

남  아,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피크닉하는 동안 방해 받고 싶지 않아. 

여  음… 나는 벤치에 앉고 싶은데, 자리가 남아 있지 않네.

남  그럼 아이스크림 트럭 옆은 어때? 다른 사람이 다 먹으면 벤치로 쉽게 

옮길 수 있어. 

여  좋아!

해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쉽게 벤치에 가

서 앉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트럭 옆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다.

어휘 shade [] 그늘  bother [] 귀찮게 하다  

07 ③

① 여  너 숙제 다 했니?

 남  네, 이미 끝냈어요.

② 여  네 공 어디에 있니?

 남  깜박하고 안 가져온 것 같아요. 학교에 두고 왔을 거예요.

③ 여  창문 근처에서는 축구를 하지 말아야지.

 남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④ 여  밖이 추워. 재킷을 입어야 해.

 남  네. 제 재킷 어디에 있어요?

⑤ 여  내가 창문 닦는 것 좀 도와주겠니?

 남  네! 이 천을 써도 돼요?

해설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깬 상황이다. 

어휘 from now on 이제부터, 향후  cloth [] 천

08 ③

여  Gary, 무슨 일 있니?

남  아무 일도 없어. 단지 내일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여  오, 좋겠다. 나는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거든.

남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여  음, 긴장을 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많이 연습해

야 해. 나는 실제로 발표를 하기 전에 항상 가족들 앞에서 예행연습을 

해.

남  그렇구나. 하지만 발표하는 동안에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  그럼 발표를 위한 메모 카드를 준비해 봐. 그것들을 읽기 쉽게 만들어

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색연필을 사

용해도 돼.

남  좋은 생각이다! 너의 조언 고마워.

여  천만에. 네가 많이 준비할수록 너는 더 편안함을 느낄 거야.

해설 여자는 말하기 강좌를 수강하라는 조언은 하지 않았다.

어휘 give a speech 연설하다, 발표하다  confident [] 자

신감 있는  overcome [] 극복하다  anxiety [] 불안  

rehearse [] 예행연습을 하다  actual [] 실제의  make 

sure 반드시 …하도록 하다  highlight [] 강조하다, 눈에 띄게 하다

09 ④

남  안녕, Jenny.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좋은 소식 있니?

여  응. 나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

남  와, 축하해.

여  고마워. 첫 번째 리더십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 주에 일본에 갈 

거야.

남  굉장하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수업에 오지 않겠네, 그렇지?

여  응, 그래. 그것에 관해 이미 교수님께 말씀드렸어.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 네 공책을 빌릴 수 있을까?

남  물론이지. 문제없어. 

해설 여자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 남자의 공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apply [] 지원하다  global [] 세계적인  period 

[] 기간  professor [] 교수

10 ③

남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 중 하나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바꾸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타고 멀리 여행할 수 있어서, 다른 장

소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크고 한꺼

번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Wright 형제에 의

해 발명되었다. 이 운송 수단 덕분에 사람들은 하루 만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어서, 해외여행이 더 쉬워지고 있다. 

해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으며, Wright 형제에 의해 발명되었

고 하루 만에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송 수단은 비행기이다. 

어휘 transportation [] 운송 수단  at once 동시에, 한

꺼번에  invent [] 발명하다   

11 ②

남  엄마, 아빠가 몇 시쯤 집에 돌아오실까?

여  8시 정도라고 말씀하셨어.

남  음…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매우 피곤하실 거야. 도착하시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여  정말 좋은 생각이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남  맞아. 내가 거실을 청소하는 동안, 네가 요리를 하는 게 어때?

여  그래. 저녁으로 카레를 만들게.

남  좋아,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시작하자.

해설 남자가 청소하는 동안 여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할 것이다.

어휘 curry [] 카레    [문제] do laundry 빨래를 하다

12 ③

여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도시를 방문 중이다. 이번이 미국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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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것이다. 어젯밤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 내가 머무는 호텔 방

이 2분간 흔들렸다. 다행히 건물에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방금 

뉴스를 봤다. 기자는 큰 지진 후에는 다른 지진들이 잇따를 때가 많다

고 했다. 몇 시간 후나 며칠 후에 다른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르겠다.

해설 여자는 큰 지진 후 여진이 발생할까 봐 겁에 질려 있다.

어휘 earthquake [] 지진  shake [] 흔들리다 (shake-
shook-shaken)  damage [] 피해  panic [] 겁에 질리

다, 공황 상태에 빠지다

13 ③

남  안녕하세요, Michelle.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  죄송하지만,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남  회의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여  3시에요. 곧 끝날 겁니다. 

남  몇 시에 끝나나요?

여  회의는 4시에 끝날 것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분만 기다리면 되겠군요.

여  그렇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남  괜찮습니다. 

해설 회의가 4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15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므

로, 현재 시각은 3시 45분이다. 

14 ④

남  안녕하세요, Kim’s 체육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수영 강습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남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  Susan Lee입니다.

남  전에 수영 강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  아니요, 저는 초보자입니다.

남  주중 오전 6시에 초보자 반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전 9시 주말반을 들

으실 수 있습니다.

여  주말반이 좋을 것 같군요.

남  알겠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30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해설 주말 수영 강좌는 오전 9시에 시작한다.

어휘 beginner [] 초보자  fee [] 요금, 회비     

[문제] admission slip 입회신청서

15 ⑤

① 남  나는 이번 주 일요일에 암벽 등반을 하러 갈 계획이야.

 여  정말 조심해.

② 남  내가 그 경기에서 졌다는 것이 날 슬프게 해.

 여  기운 내! 다음 달에 다시 해볼 수 있어.

③ 남  호텔에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여  한 시간 반이 걸릴 겁니다.

④ 남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싶습니다.

 여  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⑤ 남  너 어떻게 지냈니?

 여  나는 전에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

해설 ⑤ 남자는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match [] 경기, 시합  open an account 계좌를 개설하다  

fill out 기재하다  application form 신청서

16 ②

여  얘, John, 워싱턴 여행은 어땠어?

남  아주 재미있었어! 난 국립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

여  좋았겠다!

남  그리고 근처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었어.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

광객이 워싱턴에 왔어.

여  너도 그 축제에 갔었니?

남  아쉽지만 못 갔어. 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거든.

여  백악관은 어땠어?

남  공항 가기 바로 전에 그곳에 가려고 계획했었어. 하지만 안에 들어가

는 게 허가되지 않았어.

여  왜?

남  예약했어야 했어. 그래서 난 그냥 가장 가까운 공원에 가서 거기서 대

신 사진을 찍었어.

해설 남자는 워싱턴에서 미술관을 관람한 후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고 했다.

어휘 cherry blossom 벚꽃  be held 개최되다  unfortunately 

[] 불행하게도  allow [] 허락하다

17 ①

여  여보세요, Victor. 무슨 일이니?

남  안녕하세요, 엄마.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퇴시켜주셔서 지금 집에 누워 있어요.

여  아, 안됐구나, Victor.

남  집에 오실 때 약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여  그럼. 일이 끝나는 대로 네 약을 사서 빨리 집으로 가마.

해설 Victor는 몸이 아파서 엄마에게 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다  have a fever 열이 나다  

18 ③

남  Jake는 고등학생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그는 기말고사 공부를 하

러 집 근처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그는 잘 

집중할 수 있었다. 그때, 한 시간쯤 후에, 두 명의 학생이 도서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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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서 그의 옆 책상에 앉았다. 그들은 크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끄러워서 Jake가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Jake는 그들을 쳐

다봤지만,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Jake가 그들

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도서관에서 옆의 학생들이 떠들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므

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 좀 도와줄래? ② 시험 잘 봤니?

③ 조용히 좀 해줄래? ④ 내가 뭐 사다 줄까?

⑤ 도서관에서는 음악을 들으면 안 돼.

어휘 final exam 기말고사  concentrate [] 집중하다  

chat [] 이야기를 나누다, 수다를 떨다  stare at …을 응시하다, 빤

히 보다    [문제] pick up …를 집다; *…를 사다

19 ②

남  너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여  너 내가 요리 대회를 준비하던 것 기억하니?

남  그럼! 너 상을 탔구나?

여  응. 1등을 했어.

남  축하해! 그래서 너는 대회에서 무엇을 만들었니?

여  나는 꿀 소스를 넣은 생선 요리를 만들었어. 내가 그 소스의 요리법을 

직접 만들었고!

남  네가 1등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 너는 정말 요리를 잘하잖아!

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해설 요리 솜씨를 칭찬하는 남자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③ 신경 쓰지 마. 모든 게 괜찮아.

④ 포기하지 마. 더 잘할 수 있어.  ⑤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

어휘 cooking contest 요리 대회  win [] 우승하다 (win-won-
won)  win first prize 일등상을 타다  recipe [] 조리법

20 ③

남  너 여행 안내책자를 읽고 있구나. 여행을 갈 생각이니?

여  응, 이번 여름에 3주 동안 터키에 갈 거야.

남  와. 오랫동안 머무네. 여행 계획은 이미 세웠니?

여  아직. 그게 내가 여행 안내책자를 읽고 있는 이유야.

남  그래.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려?

여  비행기로 14시간 걸려.

해설 여행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므로, 소요 시간을 알려주

는 응답이 적절하다.

① 어쩔 수가 없었어. ②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

④ 항공권은 비싸. ⑤ 나는 아침 6시에 터키로 떠나.

어휘 travel guide 여행 안내책자

Dictation Test 18 pp. 192~197

01  1) stayed up all night  2) should be flat    
3) curve your back 

02  1) book a plane ticket  2) return two weeks later   
3) How much is it  4) take the economy class ticket

03  1) would suit you  2) having a special event   
3) give you a discount

04  1) I don’t know why  2) coming down with    
3) take good care of 

05  1) I’m afraid there is  2) I’m late for    
3) drive more slowly  4) give me a ticket

06  1) can stay cool  2) next to the pond   
3) no seats available

07  1) Have you done your homework  2) forgot to bring   
3) from now on  4) help me clean the window

08  1) love giving speeches  2) overcome your anxiety  
3) easy to read  4) The more prepared you are

09  1) take part in  2) during that period  3) By the way

10  1) travel far  2) ride it at once   
3) getting easier to travel abroad

11  1) tired from the trip  2) why don’t you cook   
3) Let’s get started

12  1) no damage to the building  2) followed by other 
earthquakes   3) trying not to panic

13  1) he’s in a meeting  2) will be over soon   
3) need to wait for  4) anything to drink

14  1) sign up for  2) taken swimming lessons   
3) would be best

15  1) go rock climbing  2) lost the match   
3) open an account  4) I’ve never been to 

16  1) was so much fun  2) was held nearby   
3) was not allowed to go   
4) took pictures there instead 

17  1) let me leave school  2) pick up some medicine  
3) as soon as 

18  1) study for his final exam  2) could concentrate well  
3) They started chatting loudly

19  1) was preparing for  2) won first prize   
3) made the recipe 

20  1) planning a trip  2) for a long time  3) By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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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Test 16~18      pp. 198~199

A
01 알아보다 02 태워 주다 03 목표로 삼다 

04 감사하다 05 학위 06 변명하다 

07 실외에서 08 원서, 신청서 09 직업 

10 연례의, 매년의 11 재앙 12 인출하다 

13 받아 주다 14 자리에 앉다 15 운동선수 

16 고대의 17 연설하다, 발표하다 

18 발명하다 19 겁에 질리다, 공황 상태에 빠지다 

20 …에서 벗어나다 21 근처, 이웃 22 불이 붙다 

23 …에 참여하다 24 동 25 편한 

26 유감스럽게도 27 혼자서 28 조만간 

29 기재하다 30 이야기를 나누다, 수다를 떨다 

31 늘리다 32 놓아주다; (영화를) 개봉하다 

33 최근의  34 강조하다, 눈에 띄게 하다 

35 이제부터, 향후 36 교환하다 37 동시에 

38 …을 응시하다, 빤히 보다  39 흔들리다 

40 개최되다 

B 
01 apology 02 mustache 03 vacancy 

04 author 05 bark 06 extra 

07 make up 08 punish 09 unfair 

10 crawl 11 flat 12 mild 

13 driver’s license 14 ability 15 thin 

16 complaint 17 rude 18 patient 
19 originate 20 confident 21 overcome 

22 anxiety 23 rehearse 24 global
25 period 26 professor 27 transportation
28 earthquake 29 pull over 30 emergency 

31 cause 32 victim 33 lock  

34 find out 35 concentrate 36 prepare 

37 open an account 38 lose weight 39 explain 

40 polite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1회      pp. 200~201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⑤

06 ⑤ 07 ② 08 ④ 09 ⑤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④ 20 ⑤

01 ④

남  지선아, 연극 보러 올래? 우리 연극 동아리에서 하는 공연이야.

여  그래, 가고 싶어.

남  내가 주인공역을 할 거야. 여기 표야.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맨 위에 볼 수 있어.

여  그거 멋지다.

남  정말? 사실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

여  난 왼쪽에 있는 노란 장미가 맘에 들어.

남  그건 우리 동아리의 상징이야. 기쁨을 뜻해. 우린 관객이 우리 연극을 

보는 동안 기쁨을 느끼길 원해.

여  정말 멋져. 공연이 언제니?

남  장미의 오른쪽에 쓰여 있고 장소는 그 아래에 있어.

여  아, 이제 보여! 꼭 갈게.  

해설 남자가 만든 표에는 맨 위에 연극 제목이 있고 왼쪽에는 노란 장미

가, 장미 오른쪽에는 공연 날짜가 있으며, 그 아래에 장소가 쓰여 있다.

어휘 performance [] 공연  hero [] 영웅; *남자 

주인공  symbol [] 상징  audience [] 관객  definitely 

[] 분명히, 꼭

02 ①

여  이 지도를 봐. 이용할 수 있는 부스가 다섯 개야. 우리에게 어떤 부스

가 가장 좋을 것 같아?

남  우리는 팝콘과 음료를 팔 거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부스는 싫어.

여  나도 싫어. A 부스 어때?

남  영화를 상영하는 강당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아. 영화 

볼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가장 많이 올 거야.

여  그래, 그럼 강당 입구 옆의 부스가 가장 좋겠다.

남  내 말이 그 말이야.

해설 두 사람은 강당 입구 옆의 부스를 선택했다.

어휘 booth [] (칸막이를 한) 작은 공간, 부스  beverage 

[] 음료  auditorium [] 강당  entrance [] 

입구

03 ③

여  얘, 지훈아. 너 걱정이 있어 보여.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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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미국에 있는 형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해. 형에게 내가 공항에 마중

을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  아, 할 일이 있니?

남  응, 그때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거든.

여  형이 언제 오는데?

남  이번 토요일 오후 4시에.

여  토요일? 음, 난 아직 토요일에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남  오, 정말? 그럼 네가 나 대신 형을 마중 나가 줄 수 있을지 궁금해.

해설 공항에 형을 마중 나가지 못하게 된 남자는 여자에게 대신 가줄 수 

있는지 부탁하고 있다.

어휘 pick up (차로 사람을) 마중 나가다  wonder [] (정중한 

부탁·질문에서) …일지 모르겠다

04 ③

남  이 장비는 이제 거의 모든 건물에서 발견된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모

든 공공건물은 최소한 하나는 갖추게 되어 있다. 그것은 복도나 사무

실과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때때로 그것은 유리로 된 안전 상자 안

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에는 가스, 액체, 거품이나 가루가 들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보통 빨간색이다. 많은 사람이 비상 상황에 그것을 사

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작은 불을 끄는 데 사용된다. 

해설 건물에 비치되어 있고 가스나 액체, 또는 거품, 가루 등이 들어 있으

며 보통 빨간색이고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것은 소화기이다.

어휘 device [] 장비, 기구  almost [] 거의  hallway 

[] 복도   contain [] …이 들어 있다  liquid [] 액

체  emergency [] 비상  situation [] 상황  put 
out (불 등을) 끄다

05 ⑤

여  안녕, Eric. 너 새 목도리 필요하다고 했잖아. 우리 내일 쇼핑 가는 게 

어때?

남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여  할 일이 있니?

남  아니. 사실은 컴퓨터 게임에 내 용돈을 다 써서, 지금 돈이 전혀 없어.

여  컴퓨터 게임에 돈을 전부 다 썼다고?

남  그래. 나는 좀 더 현명했어야 했어. 다음부터는 돈을 쓸 때 좀 더 신중

할 거야.

여  그래, 언제 돈이 필요하게 될지 절대 모르는 거야.

해설 남자는 컴퓨터 게임에 용돈을 다 써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어휘 actually [] 사실은  allowance [] 용돈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문제] regretful [] 

후회하는

06 ⑤

남  월요일이 스승의 날이야.

여  알아. 이 선생님을 위해 멋진 선물을 사는 건 어때?

남  좋은 생각이야. 오늘 쇼핑몰에 가서 선물을 사자.

여  좋아. 방과 후 4시에 만나는 게 어때?

남  흠… 조금 늦게 만날 수 없을까? 4시 30분에 피아노 강습이 있어.

여  그래. 언제 끝나는데?

남  5시 30분에 끝나.

여  그러면 거기에서 쇼핑몰까지 오는데 적어도 30분은 걸리겠네.

남  맞아. 하지만 30분이면 충분해.

여  좋아. 쇼핑몰에서 그때 보자.

남  이따 봐.

해설 남자는 5시 30분에 피아노 강습이 끝나고, 30분 뒤에 쇼핑몰에서 

여자를 만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의 약속 시각은 6시이다.

어휘 Teacher’s Day 스승의 날

07 ②

여  이봐, 진호야. 너 벌써 새집으로 이사했니?

남  아직. 우리는 다음 주에 이사해.

여  다음 주 무슨 요일?

남  화요일.

여  화요일? 그럼 5월 14일이니?

남  아니, 그날은 월요일이야. 우리는 그 다음 날 이사해.

여  오, 맞다. 이사하는 날까지 5일밖에 안 남았구나. 짐 다 쌌어? 

남  아니, 이번 주말에 싸기 시작할 거야.

여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남  고마워.

해설 이사일인 5월 15일까지 5일 남았다고 했으므로, 오늘은 5월 10일

이다.

어휘 pack [] 싸다, 꾸리다 

08 ④

① 여  네 카메라 정말 좋다. 그걸 어디서 샀니?

 남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어.

② 여  와! 이 그림 정말 놀라워.

 남  응. 피카소가 그렸어.

③ 여  이 카메라가 맘에 들지 않아서 반납하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④ 여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남  오, 죄송합니다. 전 몰랐어요.

⑤ 여  미술관 입장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남  여기 있습니다.

해설 사진 찍는 것이 금지된 곳에서 사진을 찍는 남자에게 여자가 주의를 

주고 있다.

어휘 receipt [] 영수증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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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⑤

여  안녕, Arnold. 이번 주말에 과학 동아리 모임에 갈 거니?

남  응, 갈 거야. 내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가야 해. 근데 이번 주말은 아니야.

여  아, 정말? 연기된 거야?

남  응, 대신 월요일에 모임을 하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는 몇몇 회원들이 

현장학습을 가거든.

여  그렇구나. 너도 현장 학습 가니?

남  아니. 난 대신 할머니 댁에 갈 거야. 너는?

여  난 주말 내내 공부해야 해.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

남  저런, 안됐다.

해설 남자는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 예정이다.

① 휴식 취하기  ② 시험 공부하기 

③ 회의에 참석하기   ④ 현장학습 가기 

⑤ 할머니 댁 방문하기 

어휘 president [] 회장  postpone [] 미루다  

instead[] 대신에  field trip 견학, 현장학습    [문제] attend 

[] 참석하다

10 ②

여  안녕, Brad. 뭐 문제 있니?

남  응. 스페인에 있는 친구에게서 방금 이메일을 받았어.

여  아. 지난여름에 네가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니?

남  그랬지.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 그녀가 다음 달에 날 방문하기로 했었고.

여  그런데 그녀가 오지 않는 거야?

남  응, 안 온대. 그녀는 얼마 전에 박물관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 일을 

다음 주부터 시작해.

여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 시간을 낼 수 없겠구나.

남  맞아. 그녀가 일을 구해서 기쁘지만, 그녀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

여  대신 네가 그녀를 다시 방문할 수도 있잖아.

남  그럼 좋겠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충분치 않아.

해설 남자는 스페인에 있는 친구가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 친구의 방문

이 취소되자 실망했다.

① 그는 비행기 표를 잃어버렸다. ② 그의 친구가 방문을 취소했다.

③ 그가 원하던 직업을 얻지 못했다. ④ 그의 친구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⑤ 그는 콘서트 표를 얻지 못했다. 

어휘 offer [] 제안하다, 제공하다  take time off 시간을 내다    

[문제]  cancel [] 취소하다  fire [] 해고하다

11 ⑤

여  Daily News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그쪽 신문을 구독하는데, 오늘 신문을 아직 받지 못

했어요.

여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과 주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  제 이름은 Ben James이고, Westville의 Grand 가에 삽니다.

여  아, 새로 온 배달원이 Westville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저께도 신문을 받지 못했어요.

여  실수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즉시 댁에 신문을 넣어 드리고 다시는 이

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확인하기 위해 신문사에 전화 

했다.

어휘 subscribe [] (신문 등을) 구독하다  delivery [] 

배달  in charge of …을 맡고 있는  apologize [] 사과하다  

deliver [] 배달하다  immediately [] 즉시

12 ②

여  아, 왔네요, Arthur.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남  내가 늦었어요? 몇 신데요?

여  10시요.

남  네, 난 수요일마다 늘 10시에 오잖아요.

여  아, 맞아요. 내 실수군요. 어쨌든, Loretta Underwood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어요.

남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나요?

여  아니요. 어제 저녁 7시쯤에 전화했어요. 약속 시각을 조정하고 싶어 

하더군요.

남  알았어요. 전화번호를 남겼나요?

여  네. 989-2291이에요.

남  고마워요.

해설 오늘은 수요일이고 Loretta 씨에게서는 어제 전화가 왔다고 했으므

로, 전화가 온 날은 화요일이다.

어휘 reschedule [] 일정을 변경하다  appointment 
[] 약속

13 ⑤

남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제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성함과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여  Ruby Robinson이고 제 예약 번호는 15366입니다.

남  확인해볼게요. 스포츠 세단을 5일간 예약하셨네요. 하루에 80달러입

니다.

여  네.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도 요청했어요, 맞죠?

남  맞습니다. 그건 하루에 10달러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쿠폰을 출력하시

면 총금액에서 3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알겠어요, 그럴게요.

남  차를 가져가실 때 운전 면허증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  고맙습니다.

해설 여자가 5일간 대여하기로 한 자동차의 예약 사항을 확인해주고 있

으므로 남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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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confirm [] 확인하다  reserve [] 예약하다  

14 ④

남  아, 이런!

여  무슨 일이야, Henry?

남  내 노트북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어.

여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니 아니면 배터리 부족 때문인 것 같니?

남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충전했으니까 배터리 때문은 아니야. 수리점에 

가져가야겠어.

여  그래야겠다.

남  그래, 근데 오늘 오후 수업 발표 때 노트북 컴퓨터를 써야 해. 네 것 빌

려줄래?

여  물론이야. 난 오늘 오후에 필요 없어.

남  정말 고마워.

여  근데 내 과학 숙제를 하려면 오늘 밤에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해.

남  알았어. 수업 끝나자마자 돌려줄게.

해설 남자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 나서 여자에게 빌려달라고 했

다.

어휘 suddenly [] 갑자기  charge [] 충전하다  

assignment [] 과제

15 ③

여  처음 Sena를 봤을 때, 나는 그녀가 외모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

다. 아마도 그녀의 옷은 비쌌고 헤어스타일도 항상 완벽해서였던 것 

같다.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녀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에, 그녀를 알게 됐을 때, 그녀

가 사실은 아주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외모로 그녀의 성격을 

추측하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해설 외모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Sena가 실제로는 아주 친절

했으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는 속담이 가장 어울린다.

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것이 경주에 이긴다.

③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④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어휘 appearance [] 모습, 외모  assume [] 추정하

다  care about …에 마음을 쓰다  guess [] 추측하다  personality 

[] 성격

16 ②

① 여  밖에 날씨가 어때?

 남  비가 올 것 같아.

② 여  Sam은 어떻게 생겼니?

 남  그는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해.

③ 여  그건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영화였어.

 남  나도 동감이야.

④ 여  너는 형제가 몇 명이니?

 남  난 외아들이야.

⑤ 여  넌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 거니?

 남  난 근사한 자동차를 살 거야.

해설 ② 여자는 Sam의 외모에 관해 물어보았으므로, 골프 치는 것을 좋

아한다는 응답은 어색하다.

어휘 You can say that again. 정말 그렇다.  only child 외동(딸·아

들)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다

17 ④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저희는 하룻밤을 보낼 곳이 필요해요.

남  하룻밤만요?

여  네, 아침에 떠날 거예요.

남  알겠습니다. 저쪽에 텐트를 설치하세요.

여  어디요? 저 큰 나무 앞에요?

남  아뇨, 저 피크닉 테이블 옆이요. 그리고 저 바위들 근처에 불을 지피면 

돼요.

여  네.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남  네. 저 길 아래에 있어요.

여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아녜요. 너무 떠들지 말아 주시고, 야생 동물에게 먹이도 주시지 마세

요.

여  알겠습니다. 안 그럴게요.

해설 전기 사용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set up 설치하다  nearby [] 근처에  make a noise 시

끄럽게 하다  feed [d] 먹이를 주다  wild animal 야생동물

18 ④

남  Jake는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갈 때 입을 재킷이 필요했다. 그는 한 인

터넷 쇼핑몰에서 멋진 재킷을 발견했다. 색상과 스타일이 딱 그가 찾

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사기로 했다. 그는 보통 중간 치수의 재킷을 

입었기 때문에 중간 치수를 주문했다. 이틀 뒤, 그는 그 재킷을 받았

다. 그는 그것을 입어보았는데, 그에게 조금 작았다. 그는 더 큰 재킷

이 그에게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반품하고 큰 치수를 받

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Jake가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Jake는 더 큰 사이즈의 재킷이 필요하므로, 재킷을 큰 사이즈로 교

환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적절하다. 

① 환불을 받고 싶어요.

② 제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요.

③ 이 재킷은 저한테 너무 커요. 

④ 이 재킷을 큰 치수로 교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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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게 어떤 색상을 추천하시겠어요?

어휘 exactly [] 정확히, 꼭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employee [] 종업원 

19 ④

여  아빠, Jimmy랑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도되나요?

남  그러렴. 하지만 나는 같이 타지 않을게. 난 롤러코스터가 싫단다.

여  괜찮아요. 아빠 없이도 탈 수 있어요.

남  그래. 그게 어디 있는데?

여  바로 저기요.

남  아, 얘야. 저 표지판을 읽었니?

여  아니요. 아,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다고 쓰

여 있네요.

남  그래. 넌 나이가 충분히 되지만, Jimmy는 겨우 10살이잖아.

여  그럼 저 혼자 타도 되나요?

해설 동생은 어려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고 했으므로, 혼자 타도되느냐

는 응답이 적절하다.

① 내 나이가 더 많다면 좋을 텐데요.

② 표 있어요?

③ 나 없어도 갈 수 있잖아요.

⑤ 아빠가 롤러코스터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어휘 ride [] 타다    [문제] alone [] 혼자

20 ⑤

여  Martin, 너 경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남  응. 출장으로 거기에 가는 거야.

여  언제 가니?

남  이번 주말에 KTX로 가.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그 도시를 둘러보고 싶어.

여  잘됐다. 경주에는 볼 것이 많아.

남  오, 거기에 가봤니?

여  응, 나는 기차를 타고 경주에 여러 번 가 봤어. 조부모님이 거기에 사셔.

남  정말? 가볼 만한 좋은 장소들을 알고 싶어.

여  불국사에 가볼 것을 추천해.

해설 남자는 경주에서 가볼 만한 장소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므로, 구체적

인 장소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응,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야.

② 나는 언젠가 그곳에 가고 싶어.

③ 기차를 타면, 더 저렴해.

④ 그곳에 가는 데 두 시간이 걸려.

어휘 business trip 출장    [문제] recommend [] 추천하다

고난도 Dictation Test 1 pp. 202~209

01  1) come to a play  2) playing the hero   
3) I designed it myself   4) while watching our play  
5) is written under it

02  1) five booths available  2) next to the restroom   
3) watch a movie  4) what I’m saying

03  1) You look worried  2) pick him up   3) have an 
important business meeting  4) made any plans 

04  1) in almost every  2) can be seen  3) how to use it 

05  1) I’d really love to  2) spent all of my allowance on   
3) careful in spending my money

06  1) shop for a gift  2) When does it finish   
3) at least thirty minutes 

07  1) moved into your new house  2) Which day    
3) moving the next day  4) start packing this weekend

08  1) Where did you get it  2) It was painted by    
3) show me the receipt  4) show me your ticket 

09  1) have to be there  2) going on a field trip    
3) have a big test 

10  1) got an email from  2) going to visit me    
3) offered a job  4) have enough money for 

11  1) subscribe to your newspaper  2) in charge of    
3) apologize for 

12  1) Am I late  2) have a message from    
3) reschedule her appointment

13  1) confirm my reservation  2) Let me check   
3) print out the coupon  4) pick up the car

14  1) suddenly stopped  2) take it to the service center  
3) Can I borrow yours  4) give it back 

15  1) was only interested in appearances   
2) care about others  3) shouldn’t have tried to guess 

16  1) How’s the weather outside  2) likes to play    
3) You can say that again  4) won the lottery

17  1) need a place to stay  2) set your tent up    
3) just down that road  4) make a lot of noise

18  1) found a nice jacket  2) ordered a medium    
3) tried it on  4) get a large

19  1) won’t come with you  2) Right over there   
3) children under twelve  

20  1) on a business trip  2) look around the city    
3) have you been there  4) know some good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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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실전모의고사 2회      pp. 210~211

01 ① 02 ③ 03 ① 04 ① 05 ③

06 ② 07 ③ 08 ③ 09 ②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⑤ 20 ②

01 ①

남  너 우리 새 담임선생님을 벌써 만나봤니?

여  응, Burns 선생님이셔. 매우 좋으신 분이지. 저기 계신 분이야.

남  어느 분?

여  곱슬머리에 키가 큰 분이야.

남  안경을 쓰고 계시니?

여  응. 안경을 쓰고 줄무늬 넥타이를 매셨어.

남  아, 그분이 보인다. 팔짱을 끼고 서 계신 거 맞지?

여  아니. 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 선생님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셔.

남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계시니?

여  그래.

해설 새 담임선생님은 키가 크고 곱슬머리에, 안경을 쓰고 줄무늬 넥타이

를 매고 있으며,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다.

어휘 homeroom teacher 담임선생님  curly [] 곱슬곱슬한  

striped [] 줄무늬의  cross [] 교차시키다; *(팔·다리를) 꼬

다  hold [] 잡고 있다  briefcase [] 서류 가방

02 ③

① 여  맑은 날에 왜 우산을 가져왔니?

 남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거라고 했어.

② 여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조심해.

 남  알았어, 그럴게.

③ 여  하늘에 먹구름 봐.

 남  비가 올지도 몰라.

④ 여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어.

 남  응, 선탠하기 좋은 날이야.

⑤ 여  저 집에서 나는 연기구름 봤어?

 남  불이 났을지도 몰라!

해설 여자가 먹구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흐린 날씨에 관한 대화를 나누

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forecast [] 예측, 예보  slippery [] 미끄러운 

chance [] 기회; *가능성  barely [] 거의 …없이  get a tan 

선탠을 하다  rise [] 오르다, 올라가다

03 ①

여  민주와 나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 왔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고, 그녀와 

어울리는 것은 정말 재미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비밀을 말할 때마

다 그녀는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주에 나는 그녀에게 내가 우리 반

의 한 남자아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고 그

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월요일에 학교에 

왔을 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사과를 했고, 딱 한 사

람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해설 여자는 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다.

어휘 have ... in common …을 공통적으로 지니다  hang out with 

…와 어울리다  secret [] 비밀  promise [] 약속하다

apologize [] 사과하다

04 ①

여  실례합니다. 출입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  친척을 만나려고요.

남  네, 아파트 몇 호입니까?

여  그건 왜 필요하죠?

남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전 이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1829호입니다.

남  성함과 자동차 등록 번호는요?

여  제 이름은 Jody Brown이고 자동차 등록 번호는 TM2888입니다.

남  좋습니다. 이 출입증을 자동차 앞쪽에 붙이시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

하세요.

여  그러죠. 고맙습니다.

해설 아파트 방문 목적과 호수, 자동차 등록 번호 등을 얘기하고 출입증

을 받고 있으므로, 방문객과 경비원의 대화이다. 

어휘 purpose [] 목적  relative [] 친척  necessary  

[] 필요한  registration [] 등록, 신고  stick [] 

붙이다  front [] 앞  underground [] 지하의

05 ③

남  안녕하세요. 아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왔어요. 다음 주가 그 애 생일

이거든요.

여  판매 중인 컴퓨터 게임이 많아요. 아이가 어떤 게임을 원하는지 아시

나요?

남  스포츠 게임을 좋아해요. 추천 좀 해 주시겠어요?

여  이 농구 게임과 저 축구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에요.

남  얼마에요?

여  30달러씩이에요.

남  글쎄요, 둘 다 사고 싶지만, 60달러면 조금 비싸네요.

여  오, 이번 주에 특별 할인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구매하시면, 두 번째 

것은 50퍼센트 할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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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좋은데요. 그럼 둘 다 주세요.

해설 남자가 사려는 게임은 각각 30달러인데 두 개를 사면 하나는 50% 

할인이 된다고 했으므로, 지불해야 할 총금액은 45달러($30+$15)이다.

어휘 thousands of 수천의, 많은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off [] 

할인하여

06 ②

여  Tom! 네 음악 소리가 너무 커.

남  아, 들려?

여  그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

남  미안해, 이어폰을 낄 때 소리를 최대로 하고 듣는 데 익숙해졌어. 특히 

지하철을 탈 때나 거리를 걸을 때 그래.

여  하지만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 나쁜 습관이야. 네 귀를 손상시킬 수 있

어. 나이가 들어 청력 문제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남  아, 정말?

여  그래. 일단 청력이 손상되면, 보통 회복이 안 돼. 그러니 이어폰을 사

용할 땐 조심해야 해.

해설 여자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 습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어휘 loud [] (소리가) 큰  be used to v-ing …하는데 익숙하다  

full [] 가득한; *최대의  volume [] (TV·라디오 등의) 음량  

earphone [] 이어폰  damage [] 손상시키다  hearing 

[] 청력, 청각  once [] 일단 …하면  get better 회복하다  

07 ③

여  Ace Car Parts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시트 덮개를 주문했는데

요.

여  그러시군요. 제시간에 배달되었나요?

남  네, 어제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 차 시트에 맞지 않아서요.

여  정말요? 저희가 잘못 보내드렸나요?

남  아니요, 제가 잘못된 시트 덮개를 주문했어요. 저는 더 작은 게 필요해요.

여  알겠습니다. 색상과 모양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남  네, 괜찮아요.

여  좋습니다. 안 맞는 시트 덮개를 되돌려 보내주시면, 새것을 보내드릴

게요.

해설 남자는 주문한 자동차 시트 덮개가 자신의 차에 맞지 않아 교환하려

고 한다.

어휘 cover [] 덮개  on time 시간에 맞춰  fit [] 꼭 맞다, 적합

하다  send back 되돌려 보내다

08 ③

남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 중 하나이다. 전국에서, 친척

들이 추수를 축하하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다. 가족 

구성원들은 조상의 묘를 방문하고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사

를 지낸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떡과 같은 전통 음식을 먹는다. 사람

들은 또한 소원을 빌고 보름달 보는 것을 즐긴다. 이 명절은 음력 8월 

15일에 기념된다. 

해설 한국에서 가족들이 모여 추수를 기념하고 조상을 기리기 위한 제사

를 지내는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다. 

어휘 traditional [] 전통적인  celebrate [] 기념하

다, 축하하다  harvest [] 추수  honor [] 예우하다, 경의를 

표하다  ancestor [] 조상  tomb [] 무덤, 묘  memorial 
service 제사  lunar month 음력 달

09 ②

남  여보세요?

여  안녕, Nick. 나 지원이야. 네가 오늘 수업에 오지 않아서 걱정했었어.

남  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여  무슨 일 있었어? 아팠니?

남  음,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틀 정도 학교에 가지 말라

고 하셨거든. 다른 학생들이 옮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아프거

나 그런건 아냐.

여  그렇구나. 네가 괜찮다니 기쁘다. 언제 학교에 다시 나오니?

남  아마 화요일에.

여  그럼 화요일에 보자. 그리고 몸조리 잘해.

남  고마워. 안녕.

해설 여자는 학교에 결석한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

① 약속을 정하기 위해

②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③ 언제 수업이 시작하는지 묻기 위해

④ 결석한다고 말하기 위해

⑤ 선생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휘 a couple of 둘의  [문제] check up on …을 확인하다  absent 
[] 결석의  pass on 전달하다

10 ②

남  세연아, 너 새 강아지가 생겼다고 들었어.

여  응, 귀여운 강아지야. 방과 후에 와서 볼래?

남  그러고 싶어. 너는 언제가 좋니?

여  월요일이나 목요일 빼고 아무 날이나. 그때는 내가 수영하러 가거든.

남  알았어. 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그때는 못 가.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는 Nate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하고. 

여  아, 파티는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야.

남  맞다. 그럼 남는 날이 하나밖에 없네.

여  그래. 그때 보자.

해설 여자가 수영하는 월요일과 목요일, 남자가 할머니 댁에 가는 금요

일, Nate의 생일 파티가 있는 수요일을 제외하면 남는 요일은 화요일이다.

어휘 come over 들르다  spare [] 예비의;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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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

남  Angela, 왔구나.

여  미안, 늦었어. 최대한 빨리 온 거야. 아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니?

남  여기 30분 전에 왔어. 왜 전화하지 않았어? 너한테 여러 번 전화했는

데 안 받더라. 무슨 일 있었어?

여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어. 정말 미안해.

남  차가 많이 막혔니?

여  아니, 지하철을 탔어. 사실은 막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남  정말?

여  응, 10시 예약이었는데, 진찰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11시까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

남  아, 그랬구나.

해설 여자는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가 많아 진료가 늦어져서 약속 시각

에 늦었다.

어휘 get stuck 꼼짝 못하게 되다  until [] …까지

12 ①

여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남  수업시간에 필기는 잘하니?

여  음… 나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해.

남  글쎄, 내 생각엔 필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  왜?

남  필기를 하면, 요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하게 돼.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  정말?

남  물론이지. 그리고 나중에 시험공부를 하는 데도 도움이 돼.

여  아, 알겠어. 아마 그게 내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였을지도 모르겠

다. 조언 고마워.

해설 남자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여자에게 필기의 중요성

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어휘 take notes 기록하다, 받아적다  How come? 왜?  catch [] 

잡다; *이해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improve [] 

향상하다

13 ③

남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여  잘 다녀왔니, Paul.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남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여  왜 전화를 하지 않았니? 저녁이 한 시간 전에 준비가 다 되었고, 우린 

너를 기다렸단다.

남  죄송해요, 엄마.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어요.

여  항상 추가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라. 그건 그렇고, 배가 많이 고프겠구

나. 저녁 먹자.

남  네. 하지만 먼저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최

대한 빨리할게요.

여  그러렴. 

해설 남자는 축구를 하고 땀이 많이 나서,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를 하겠

다고 했다.

① 축구 하기 ② 저녁 먹기   ③ 샤워하기 

④ 전화 걸기  ⑤ 배터리 충전하기 

어휘 run out 다 떨어지다, 다 쓰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sweat [] 땀을 흘리다    [문제] make a phone call 전화를 걸다  

charge [] 충전하다

14 ②

여  여보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제 이름은 Jason Han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아까 전화드렸어요.

여  아, 맞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Jason?

남  내년에 20살이 돼요.

여  그렇군요. 동물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남  아니요. 하지만 전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동물들을 정말 사랑해요.

여  잘됐네요. 운전은 할 수 있나요?

남  음, 전 차가 없어요.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있어요.

여  그렇군요. 주말에 일할 수 있나요?

남  아니요. 전 평일 저녁 6시 이후에만 일할 수 있어요.

여  알겠어요. 매니저와 얘기해보고 연락 줄게요.

해설 Jason은 내년에 스무 살이 된다고 했다.

어휘 experience [] 경험  driver’s license 운전 면허증  

available []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는

15 ④

여  오늘은 Hannah Park 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녀는 올여름 최대

의 영화 <Panda Attack>에서 주연을 맡은 젊은 여배우입니다. 

Park 씨는 20살밖에 안 됐지만, 많은 TV 프로그램과 광고에 출연했

습니다. 하지만 <Panda Attack>은 그녀의 2번째 영화입니다. 그녀

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4개 국어를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Hannah Park를 환영해 주세요.

해설 언제 영화에 데뷔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① 그녀의 나이  ② 그녀가 태어난 곳

③ 그녀가 다니는 학교 ④ 그녀가 영화에 데뷔한 시기

⑤ 그녀가 할 줄 아는 언어의 수

어휘 actress [] 여배우  star [] (영화 등에서) 주연을 맡다  

appear [] 나타나다; *출연하다  commercial [] (광고) 

방송  currently [] 현재

16 ③

① 남  나 열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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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는 게 어때?

② 남  오늘 밤에 컴퓨터 쓸 거야?

 여  아니,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거야.

③ 남  너의 가족에게 내 안부를 전해 줘.

 여  우리 가족은 4명이야.

④ 남  그거 얼마 줬어?

 여  돈 안 냈어. 무료였거든.

⑤ 남  그 전화기를 이쪽으로 가져다줄래?

 여  잠시만. 이것부터 끝내고.

해설 ③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가족이 4명이라고 응답하

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send one’s love to …에게 안부를 전하다  free [] 무료인

17 ⑤

남  Katie는 영화를 보려고 한다. 그녀가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한 영화이

다. 그녀는 극장에 일찍 도착한다. 그녀는 영화를 보는 동안 먹을 팝콘

과 탄산음료를 산다. 그녀는 표에서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어두운 객

석에 들어간다. 그녀는 그녀의 자리를 찾는다. 그녀는 자리를 금방 찾

지만, 거기에 이미 어떤 남자가 앉아 있다. 그녀가 자신의 표를 다시 

확인해보니, 그 좌석이 맞다. 이런 상황에서, Katie가 그 남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남자가 Katie의 자리에 잘못 앉아 있으므로, 자신의 자리라고 말하

는 것이 적절하다. 

① 팝콘과 탄산음료 사셨나요?

② 표를 어디서 사셨나요?

③ 이 방은 표를 보기에는 너무 어두워요.

④ 오늘 밤에 영화 볼래요?

⑤ 실례합니다. 제 자리에 앉아계신 것 같군요.

어휘 cinema [] 극장  auditorium [] 객석   

18 ④

남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어.

여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코를 풀었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

상하게 바라보잖아.

여  뭐? 식탁에서 코를 풀었다고?

남  응.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여  한국에서는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특히 식사 중에.

남  오,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여  그렇구나. 그게 문화 차이야.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다시 그러지 말아

야 해.

해설 두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은 행동이 한국에서는 예절에 어긋

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적절하다.

① 지나간 일을 두고 후회하지 마라. ② 기회를 놓치지 마라.

③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④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휘 blow one’s nose 코를 풀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manner [] 예절  especially [] 특히  completely 

[] 완전히  care [] 신경을 쓰다  cultural [] 문

화의    [문제] hay [] 건초

19 ⑤

여  안녕, 진수야. 왜 웃고 있어?

남  안녕, 보라야! 방금 내가 ABC 청소년 잡지의 십 대 기자로 뽑혔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기뻐.

여  십 대 기자? 그게 뭔데?

남  십 대 기자는 캠퍼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기사를 쓰고 그 이

야기들은 잡지에 실리는 거야.

여  와. 대단하다.

남  응,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사실 난 언젠가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거든.

여  아, 그럼 그게 너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해설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남자에게 기자로 뽑힌 것이 경력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적절하다.

① 그래, 그걸 한번 해봐야겠어.

② 네가 거기에서 일하는지 몰랐어.

③ 두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은 분명 어려울 거야.

④ 미안하지만 나는 그 소식을 못 들었어.

어휘 teen [] 십 대  position [] 위치, 처지; *직위  campus 

[] 대학 교정  appear [] 나타내다    [문제] give it a try 

시도하다  career [] 직업, 경력

20 ②

여  떠날 준비 됐어?

남  응. 하지만 지하철을 타야 할 것 같아.

여  왜? 역까지 걷기에는 너무 추워. 내 차가 바로 저기 있는데. 내가 운전

할게.

남  알아. 하지만 차가 많이 막힐까 봐 걱정돼.

여  오늘은 토요일이야. 토요일 오전에는 차가 많지 않아.

남  하지만 방금 라디오를 들었는데 시내에서 큰 사고가 있었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극장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 

여  그렇다면 지하철을 타자.

해설 사고 때문에 차가 막힐까 봐 걱정하는 남자에게 차 대신 지하철을 

타자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걱정하지 마. 난 운전을 안전하게 하니까.

③ 맞아,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야.

④ 택시를 탔어야 했다고 말했잖아.

⑤ 우리는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어.

어휘 downtown [] 시내에    [문제] in that case 이런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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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Dictation Test 2 pp. 212~219

01  1) That’s him over there  2) with curly hair   
3) with his arms crossed  4) holding a book 

02  1) made the path slippery  2) chance that it will rain  
3) get a tan  4) be on fire

03  1) have been friends  2) tell her a secret   
3) wouldn’t tell anybody  4) didn’t want to hear it

04  1) the purpose of your visit  2) for safety reasons   
3) on the front of 

05  1) for sale  2) How much are they   
3) a little expensive  4) I’ll take both

06  1) is too loud  2) walking on the street   
3) when you get older  4) you wear earphones

07  1) how can I help you  2) delivered on time   
3) ordered the wrong seat covers   
4) have new ones sent 

08  1) important traditional holidays  2) celebrate the 
harvest   3) pay their respects  4) make wishes 

09  1) was worried about you  2) advised me not to go   
3) be back at school  4) take good care of yourself

10  1) come over and see  2) Any day except Monday   
3) the party is on Wednesday  4) See you then

11  1) as fast as I could  2) you didn’t answer   
3) get stuck in traffic  4) didn’t see the doctor 

12  1) take good notes  2) How come  3) remember 
things better  4) my scores haven’t improved

13  1) Why are you so late  2) battery ran out   
3) take a shower  4) as quick as I can

14  1) How old are you  2) have any experience working   
3) work on weekends  4) give you a call

15  1) going to interview  2) appeared in    
3) was born in  4) speak four languages

16  1) have a fever  2) going out to meet   3) pay for it  
4) need to finish this first

17  1) for a long time  2) while watching the movie    
3) checks her ticket again 

18  1) What happened  2) All of a sudden   
3) blowing your nose  4) shouldn’t do it again 

19  1) found out  2) hard to get   3) what’s happening 
around campus  4) work for a newspaper 

20  1) ready to leave  2) too cold to walk    
3) not much traffic  4) get to the cinema 

Word Test 고난도 1~2    pp. 220~221

A
01 거의 …없이 02 …이 들어있다 03 (불 등을) 끄다

04 사실은 05 곱슬곱슬한 06 오르다, 올라가다

07 …을 공통적으로 지니다  08 …와 어울리다 

09 약속하다 10 붙이다 11 미루다 

12 제안하다, 제공하다 13 시간을 내다 14 …을 맡고 있는

15 예약하다 16 손상시키다 17 시간에 맞춰

18 꼭 맞다, 적합하다 19 예우하다, 경의를 표하다

20 …을 확인하다 21 …에 마음을 쓰다 22 설치하다

23 타다 24 전달하다 25 꼼짝 못 하게 되다

26 다 떨어지다, 다 쓰다  27 잡다, 이해하다 

28 코를 풀다 29 갑자기 30 예절 

31 특히 32 시도하다 33 직업, 경력  

34 이런 경우에는 35 완전히 36 싸다, 꾸리다 

37 등록, 신고 38 즉시 39 앞 

40 (차로 사람을) 마중 나가다

B 
01 symbol 02 beverage 03 device 

04 auditorium 05 liquid 06 hero
07 situation 08 allowance 

09 homeroom teacher  10 slippery 

11 chance 12 secret 13 purpose 

14 relative 15 necessary 16 regretful 
17 fire 18 subscribe 19 confirm 

20 underground 21 harvest 22 tomb 

23 volume 24 ancestor 25 traditional 
26 almost 27 assignment 28 appearance 

29 assume 30 personality 31 absent 
32 spare 33 sweat  34 charge 

35 appear 36 currently 37 free 

38 position 39 cultural 40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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