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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회         pp. 26~27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①  07 ③  08 ①  09 ②  10 ①

 11 ②  12 ②  13 ⑤  14 ①  15 ④

 16 ①  17 ②  18 ④  19 ④  20 ③

01 ③

여 지원아, 다음 주에 새 학기가 시작돼! 뭐 필요한 거 있니?

남  네, 새 책가방을 정말 갖고 싶어요.

여  어떤 종류의 책가방을 원하니?

남  앞에 주머니가 두 개 있는 책가방이요.

해설 남자는 앞에 주머니가 두 개 있는 가방을 원한다. 

어휘 backpack[] 배낭, 책가방  front[] 앞면

02 ⑤

남  당신은 이것을 야구 경기에서 사용한다. 당신은 그것을 두 손으로 잡

는다. 그것은 긴 막대기이다. 당신은 그것으로 홈런을 칠 수 있다. 이

것은 무엇인가?

해설 야구에서 두 손으로 잡고 홈런을 칠 수 있는 막대기는 야구방망이이

다. 

어휘 hold[] 잡고 있다  stick[] 막대기  hit[] 치다 

03 ⑤

여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화창한 날씨를 즐기셨

나요? 아주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해설 내일은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report 일기예보  sunny[] 화창한  

strong[] 강한, 힘센

04 ②

여  안녕, Tom. 무엇을 읽고 있니?

남  안녕, Jane. 공룡에 대한 과학 잡지를 읽고 있어.

여  공룡? 재미있어 보인다.

남  응, 맞아. 너도 읽어봐야 해. 

해설 남자는 공룡에 관한 잡지를 여자도 읽어볼 것을 제안했다.

어휘 science[] 과학  magazine[] 잡지  

dinosaur[] 공룡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

운

05 ④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라입니다. 제 고향

은 한국의 인천입니다. 저는 지금 홍콩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스케이

트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케이트 선수는 

김연아입니다. 저는 그녀처럼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습

니다. 

해설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휘 introduce[] 소개하다  hometown[] 고향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mous[] 유명한

06 ①

남  민아야, 역사 과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여  그다지 잘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같이 하자.

남  그래. 우리 오후 5시에 만날까?

여  그건 너무 늦어. 3시는 어때?

남  좋아. 그때 보자.

해설 3시에 보자는 여자의 제안에 남자가 좋다고 했다. 

어휘 history[] 역사  project[] 과제, 프로젝트  

library[] 도서관  

07 ③

여  와, 이게 우리 학교 그림이야?

남  응, 맞아. 내가 그렸어.

여  멋지다. 너 진짜 화가 같아.

남  고마워.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해설 남자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picture[] 그림  paint[] 그리다  

wonderful[] 아주 멋진  artist[] 화가, 예술가  

painter[] 화가 

08 ①

남  엄마, 제 재킷 어디 있어요? 저 늦었어요.

여  네가 어젯밤에 소파에 두었잖아. 

남  고마워요. 제 휴대전화는 어디 있어요?

여  탁자 위에 있어. 안보이니?

남  알았어요. 찾았어요. 제 책가방은 보셨어요?

여  제발, Tom. 네가 지금 매고 있잖니. 네가 걱정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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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leave[] 놓아두다  wear[] 입다, 착용하다  

worried[] 걱정하는 

09 ②

여  안녕, Charlie. 영어 숙제 다 했니?

남  응, 그래. 나는 이미 김 선생님께 메일로 보냈어.

여  오, 정말? 그녀의 이메일 주소 좀 알려줄래?

남  그래, 여기 있어.

여  고마워. 지금 당장 내 숙제를 보내야겠어.

해설 여자는 지금 당장 숙제를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했다.

어휘 homework[] 숙제  address[, res] 주소  

right now 지금 당장

10 ①

남  너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니?

여  나는 영어를 가장 좋아해.

남  그것을 왜 좋아하니?

여  수업시간에 우리는 영어 팝송을 많이 듣거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

목은 무엇이니?

남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야. 

해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묻고 답했다.

어휘 subject[] 과목  P.E. 체육 (= physical education)  

11 ②

여  이봐, Bill.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남  대구에 있는 고모 댁에 방문할 거야.

여  거기에 어떻게 가는데?

남  기차를 탈 거야.

여  좋은 생각이다. 그것이 버스보다 빨라. 

해설 대구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차를 탈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ekend[] 주말  visit[] 방문하다  take[] (교

통수단 등을) 타다  faster[r] 더 빠른 (fast의 비교급)

12 ②

남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여  안녕, 민수야. 들어오너라. 무엇을 도와줄까?

남  음… 제가 선생님의 신문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지. 이 종이에 네 이름과 학생 번호, 전화번호를 적어라.

남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해설 남자는 선생님에게 신문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휘 newspaper[] 신문  club[] 동아리, 클럽  

paper[] 종이 

13 ⑤

남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  치통이 있어요.

남  그러세요? 입을 벌려보세요.

여  아야! 너무 아파요.

남  네, 충치가 있네요.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어요. 간호사가 도와줄 겁니

다. 

여  알겠습니다.

해설 충치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problem[] 문제  toothache[] 치통  

hurt[] 아프다  bad tooth 충치

14 ①

남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

여  네. Green Street까지 직진하셔서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남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돌라고요?

여  네. 그러고 나서, 1분 정도 걸으세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은행 옆

이요.

남  정말 고맙습니다. 

해설 Green Street까지 직진한 다음 왼쪽으로 돌아 은행 옆에 있는 건

물이 병원이다. 

어휘 hospital[] 병원  straight[] 똑바로  turn[] 

돌다  left[] 왼쪽으로  corner[] 모퉁이  next to …옆에  

15 ④

여  아름다운 봄날이야. 난 밖에 나가고 싶어.

남  여보, 집안일을 먼저 끝내자.

여  당신이 맞아.

남  내가 설거지를 할게.

여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거실 청소를 해줄 수 있어?

남  문제없어.  

해설 여자는 설거지를 하려는 남자에게 거실 청소를 요청했다.

어휘 spring[] 봄  outside[] 밖에  

housework[] 집안일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16 ①

남  Ellie, 넌 어떤 동아리에 속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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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는 배드민턴 동아리야. 넌 어디 가입했어?

남  나는 아직 고민 중이야.

여  넌 춤을 좋아하잖아!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때? 

남  그러고 싶어. 하지만 우선 댄스 테스트에 통과해야 해.

여  그건 걱정하지마. 그냥 시도해 봐. 

해설 춤을 좋아하는 남자에게 댄스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어휘 join[] 가입하다  worry[] 걱정하다  try[] 시도하

다, 해 보다

17 ②

① 여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남  나도 즐거웠어!

② 여  오랜만이야!

 남  난 시간이 없어.

③ 여  배고프지 않니?

 남  전혀. 난 배불러.

④ 여  나 몸이 좋지 않아.

 남  무슨 일이야?

⑤ 여  네 취미가 뭐니?

 남  내 취미는 수영이야. 

해설 ② 오랜만이라는 말에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pleasure[] 기쁨  wrong[] 틀린, 잘못된

18 ④

남  <Flying Bakery>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 딸의 생일에 딸기 케이크를 주문하려고요.

남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시죠?

여  이번 금요일에 부탁해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를 위해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구울게요. 

해설 케이크 주문을 받아 맛있는 케이크를 굽겠다고 했으므로 남자는 제

빵사이다.

어휘 bakery[] 제과점  order[] 주문하다  

birthday[] 생일  Friday[e] 금요일  delicious[] 

맛있는

19 ④

남  아, 안돼! 비가 오고 있어!

여  너 우산 없니?

남  없어. 집에 어떻게 가지?

여  걱정하지 마. 내 것을 쓰면 돼. 난 두 개 있거든. 

남 정말 고마워.                      

해설 여자가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므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여기 있어.  ② 그거 정말 안됐다.

③ 오! 축하해!  ⑤ 나도 만나서 반가워.

어휘 umbrella[] 우산  mine[] 나의 것

20 ③

여  네 친구 Jack이 다음 달에 한국에 올 거라고 들었어.

남  아, 맞아! 이번이 그의 첫 한국 방문이야.

여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남  엄마랑 내가 그를 위해 한국 음식을 요리하려고 해.

여  무엇을 요리할 건데?

남  우리는 불고기를 만들려고 해.                              

해설 여자가 무엇을 요리할 것인지 물었으므로, 어떤 음식을 만들지 말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응. 나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

② 나는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④ 그 요리사는 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어.

⑤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인사동에 갈 거야.

어휘 hear[] 듣다 (hear–heard–heard)  special[] 특

별한  plan[] 계획  cook[] 요리하다

Dictation Test 1 pp. 28~33

01  1) need anything  2) What kind of backpack   
3) on the front 

02  1) in a baseball game  2) a long stick  3) with it 

03  1) beautiful sunny weather  2) all day long 

04  1) What are you reading  2) looks interesting 

05  1) Let me introduce myself  2) live in   
3) My favorite skater is 

06  1) Let’s do it together  2) That’s too late 

07  1) a picture of  2) looks wonderful  3) want to be 

08  1) where’s my jacket  2) on the table   
3) worried about you

09  1) finish your English homework  2) emailed it to  
3) here it is 

10  1) like the most  2) In class   
3) What’s your favorite subject

11  1) visiting my aunt  2) take a train  3) faster than 

12  1) have a minute  2) join your newspaper club   
3) o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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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have a toothache  2) It really hurts 

14  1) Go straight to  2) turn left  3) next to the bank

15  1) go outside  2) wash the dishes  3) No problem

16  1) How about you  2) What about joining   
3) Just try it

17  1) It was my pleasure  2) I’m full   
3) What’s your hobby

18  1) order a strawberry cake  2) need it by   
3) Don’t worry

19  1) It’s raining  2) How can I go  3) use mine

20  1) is visiting  2) have any special plans   

기출문제 2회         pp. 34~35

01 ③  02 ①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7 ②  08 ②  09 ①  10 ①

 11 ⑤  12 ④  13 ③  14 ②  15 ⑤

 16 ①  17 ②  18 ③  19 ⑤  20 ④

01 ③

남  여보세요. 분실물 보관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어제 공원에서 제 테디베어를 잃어버렸어요. 

남  어떻게 생겼나요?

여  목에 리본을 둘렀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남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해설 여자가 잃어버린 인형은 목에 리본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

다.

어휘 lost and found center 분실물 보관소  wear[] 입다, 착용

하다  check[] 확인하다 

02 ①

여  당신은 이것을 욕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좋은 냄새가 나

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당신의 손이 더러울 때, 당신은 이것

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있으면 거품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욕실에서 볼 수 있고 좋은 냄새가 나며,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손

을 씻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비누이다.

어휘 bathroom[] 욕실  smell[] 냄새가 나다  

come[] 오다; *(상품 등이) 나오다  different[] 다른  

shape[] 모양  dirty[] 더러운  

03 ③

남  안녕하세요, 주말 일기 예보의 Andrew입니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더 추워지고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해설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Saturday[] 토요일  cloudy[] 흐린, 구름이 잔뜩 

낀  windy[] 바람이 많이 부는  colder[r] 더 추운 (cold의 

비교급)

04 ④

여  여보세요, Tom.

남  안녕, Jina. 부탁 좀 들어줄래?

여  물론이지. 뭔데?

남  네 배드민턴 라켓 빌릴 수 있을까? 내일 체육 시간에 필요하거든.

여  문제없어.

해설 부탁하는 말에 No problem.으로 답하는 것은 승낙의 의미이다.

어휘 favor[] 호의, 친절  borrow[] 빌리다  

racket[] (배드민턴 등의) 라켓  need[] 필요로 하다

05 ④

남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인 우주 중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은 300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

다. 제 담임 선생님인 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는 매우 친절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25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해설 학교의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  math[] 수학  

kind[] 친절한 

06 ③

남  여보세요, Jenny.

여  John, 같이 점심 먹자.

남  그래. Judy’s Burger 어때? 나한테 할인 쿠폰 두 장이 있거든.

여  그거 잘됐다.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남  우린 그 쿠폰들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쓸 수 있어. 그러니

까, 오후 1시에 거기서 만나는 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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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좋아. 

해설 오후 1시에 만나자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좋다고 응답했다.

어휘 lunch[] 점심식사  discount[] 할인  

coupon[] 쿠폰, 할인권  

07 ②

남  와! 멋지다.

여  정말? 난 이 노래를 정말 오랫동안 연습했어.

남  그런 것 같아. 네 연주가 아주 맘에 들어.

여  고마워. 나는 정말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남  내 생각에 넌 이미 기타리스트야.

해설 여자는 마지막 말에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clap[] 박수 치다  practice[] 연습하다  play[] 

연주하다  guitarist[rist] 기타 연주자  

08 ②

여  그거 알아? 우리 다음주 금요일에 현장 학습 간다!

남  멋지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여  <Wonderland>에 가.

남  와, 거기서 롤러코스터 진짜 타고 싶었어!

여  나도 그래. 우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해설 남자는 놀이공원으로 현장 학습을 간다는 여자의 말에 롤러코스터

를 타고 싶었다며 신이 나 있다. 

어휘 field trip 현장 학습, 견학  fantastic[] 기막히게 좋은, 

환상적인  ride[] 타다   [문제] worried[] 걱정하는  

excited[] 신이 난, 들뜬  bored[] 지루해하는  

proud[] 자랑스러워하는 

09 ①

여  아, 안돼! 나 방금 내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

남  어느 버스를 탔니?

여  425번을 탔어. 어떻게 해야 하지?

남  우선 버스 회사에 전화해야 할 거 같아.

여  맞아. 지금 바로 전화할게.

해설 버스 회사에 전화해야 한다는 남자의 말에 바로 전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어휘 company[] 회사  first[] 우선, 맨 먼저

10 ①

남  유미야, 추석 때 계획 있니?

여  응,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 거야.

남  오, 무엇을 만들거니?

여  송편을 만들 거야. 넌?

남  추석 때, 난 가족들과 조부모님 댁에 방문할거야. 

해설 추석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휘 traditional[] 전통의  food[] 음식  

grandparent[] 조부모

11 ⑤

남  Amy! 다리는 왜 그렇게 된 거야?

여  어제 무용 시간에 다리를 다쳤어. 걷기가 힘들어.

남  안됐다. 그럼 집에 어떻게 갈 거야?

여  난 보통 버스를 타는데 오늘은 택시를 타야 할 것 같아.

남  여기서 기다려. 내가 너를 위해 한 대 잡아줄게.

해설 보통은 버스를 타는데 오늘은 택시를 탈 것이라고 했다.

어휘 happen[] 발생하다  leg[] 다리  hurt[] 다치게 

하다  hard[] 어려운, 힘든  walk[] 걷다  usually[] 

보통, 대개 

12 ④

여  진영아! 너 피곤해 보여. 괜찮니?

남  음, 정말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여  왜? 어젯밤에 축구 경기 봤어?

남  아니. 내 개가 아파서 거의 밤새 돌봐줘야 했거든.

여  정말 안됐다. 그는 이제 괜찮니?

남  나아졌어.

해설 개가 아파서 밤새 돌봐주고 늦게 잠들었다고 했다.

어휘 tired[] 피곤한, 지친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soccer[] 축구  take care of …을 돌보다  almost[] 

거의  better[] 더 나은

13 ③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이 재킷을 드라이클리닝 해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다른 건 없나요?

여  음, 재킷 단추 하나가 떨어졌어요.

남  그렇네요, 제가 수선해드릴게요.

여  고맙습니다. 얼마인가요?

남  총 13달러입니다.

해설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빠진 단추를 수선하는 곳은 세탁소이다.

어휘 dry-clean 드라이클리닝 하다  fix[] 고치다, 수리하다  

total[] 합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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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②

남  실례합니다. 미술관이 어디 있나요?

여  미술관이요? 두 블록 직진하세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남  오른쪽으로 꺾으라고요?

여  네. 그다음에 20미터 정도 걸으세요. 왼쪽에 미술관을 볼 수 있을 거

예요. 선물 가게와 장난감 가게 사이에 있어요.

남  고맙습니다.

해설 두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직진하다 선물 가게와 장

난감 가게 사이에 있는 건물이다. 

어휘 art museum 미술관  block[] (도로로 나뉘는) 블록, 구역  

right[] 오른쪽  betwen A and B A와 B 사이에  toy[] 장난감

15 ⑤

남  엄마, 이번 토요일에 학교에서 캠핑을 가요!

여  그래, 기억하고 있어. 캠핑을 어디로 가니?

남  설악산이요.

여  그거 좋겠다. 그런데 밤에 추워질 거야.

남  알아요. 제 겨울옷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지.

해설 밤에 추워질 거라는 엄마의 말에 겨울옷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camping trip 캠핑 여행  remember[] 기억하다  

cold[] 추운  clothes[] 옷

16 ①

남  Susan, 너 정말 건강해 보인다. 비결이 뭐니?

여  난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

남  무엇을 하는데?

여  요가를 시작했어, 근데 정말 좋아.

남  와, 하기 힘들지 않니?

여  전혀 그렇지 않아. 너도 언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해설 여자는 마지막 말에서 요가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어휘 healthy[] 건강한  secret[] 비밀, 비결  

exercise[] 운동하다  do yoga 요가를 하다  

17 ②

① 여  몇 시니?

 남  2시 50분이야.

② 여  네 펜 좀 빌릴 수 있니?

 남  나도 거기 있었어.

③ 여  나 감기에 걸렸어.

 남  오, 그거 정말 안됐다.

④ 여  쿠키 좀 먹어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⑤ 여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가나요?

 남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해설 ② 펜을 빌려달라는 말에 나도 거기 있었다고 응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there[] 거기에  cold[] 감기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bus stop 버스 정류장 

18 ③

남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

셨습니다.

여  안녕하세요. Jean이고, 인도 음식점에서 일합니다.

남  만나서 반갑습니다, Jean.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요리하나요?

여  사과 카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  와! 맛있을 것 같아요! 시작합시다.

해설 인도 음식점에서 일하고 카레를 만들기 위해 쇼에 출연했으므로 요

리사가 적절하다. 

어휘 special[] 특별한  guest[]  손님, 게스트  

studio[] 스튜디오  restaurant[] 식당, 음식점  

curry[] 카레  begin[] 시작하다

19 ⑤

여  David, 너 바빠 보인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남  남동생에게 줄 생일카드를 쓰고 있어. 내일이 그의 생일이거든.

여  와, 자상하다. 그를 위한 선물은 준비했니?

남  아직 못했어. 오늘 오후에 야구 모자를 사려고. 나랑 같이 갈래?

여 물론이지. 좋아.           

해설 선물을 사러 같이 갈지 물었으므로 제안에 동의 또는 거절하는 응답

이 자연스럽다.

① 충고 고마워.

② 그거 유감이다.

③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포장해가실 건가요?

④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어휘 busy[] 바쁜  write[] 쓰다  present[] 선물  

cap[] 모자   [문제] advice[] 충고

20 ④

남  Sally,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니?

여  난 우리 새 이웃들에게 화가 났어.

남  네 새 이웃들? 왜?

여  그들이 밤늦게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시끄러워.

남  그건 심하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구나, 그렇지?

여   응, 그래. 그래서 난 정말로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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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right?으로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응답이 이어진 뒤, 추가적인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그거 예쁘다. 난 그걸로 할래.

② 정말? 그녀는 그것을 좋아할 거야.

③ 이 피아노는 멋져 보여!

⑤ 난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어휘 happy[] 행복한  upset[] 화난  neighbor[] 

이웃  loud[] 소리가 큰, 시끄러운  terrible[] 끔찍한 

Dictation Test 2 pp. 36~41

01  1) lost my teddy bear  2) look like  3) go and check

02  1) in a bathroom  2) in many different shapes   
3) makes bubbles with water 

03  1) be cloudy and windy  2) become colder 

04  1) do me a favor  2) Can I borrow  3) No problem 

05  1) have many wonderful teachers  2) very kind 

06  1) let’s have lunch together  2) What time shall we  
3) what about meeting 

07  1) sounds wonderful  2) for so long   
3) want to be a guitarist

08  1) going on a field trip  2) are going to   
3) have a great time

09  1) Which bus  2) What should I do  3) I’ll do that 

10  1) have any plans  2) How about you

11  1) What happened to  2) sorry to hear that   
3) take a taxi 

12  1) went to bed  2) take care of him  3) He’s better

13  1) How may I help you  2) is missing   
3) How much will it be

14  1) Go straight two blocks  2) walk about   
3) on your left

15  1) Where are you going  2) That sounds great   
3) Can you find 

16  1) look so healthy  2) started doing yoga  3) Why 
don’t you try 

17  1) ten to three  2) got a cold  3) How can I get to 

18  1) have a special guest  2) Nice to meet you   
3) That sounds delicious

19  1) you look busy  2) get a present for   
3) come with me

20  1) I’m upset with  2) late at night  3) hard to sleep

실전모의고사 1회         pp. 44~45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①  10 ②

 11 ①  12 ④  13 ①  14 ③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④  20 ⑤

01 ④

남  우리 파티에 큰 접시가 필요해.

여  이 동그란 접시는 어때?

남  좋은데. 난 접시에 있는 노란 꽃들도 맘에 들어.

여  나도 맘에 들어. 그걸 사자. 

해설 두 사람은 노란 꽃이 있는 둥근 접시를 사기로 했다.

어휘 plate[] 접시  round[] 둥근  

02 ③

여  이것은 운동 기구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헬스 클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위에서 걷고 뜁니다. 그들은 그것의 속

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컴퓨터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

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운동했고 얼마나 먼 거리를 움직였는지 보여

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그 위에서 걷고 뛸 수 있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 기구는 러

닝머신이다.

어휘 exercise[] 운동; 운동하다  machine[] 기계  

fitness center 헬스 클럽  control[] 통제하다, 조절하다  

computer screen 컴퓨터 화면  travel[] 여행하다; *움직여 가다

03 ④

남  Katie, 우리 지금 가야 해.

여  알았어. 경기장이 어디에 있지?

남  시청 근처에 있어.

여  그럼, 우리 버스를 탈 수 있겠다.

남  아니야. 차가 막힐 거야. 지하철을 타자.

여  좋은 생각이야.

해설 두 사람은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어휘 stadium[] 경기장  City Hall 시청  a lot of 많은  

traffic[] 차량들, 교통(량)  subway[]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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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③

남  Kathy, 뭘 하고 있니? 심각해 보이네.

여  기말고사를 대비해 공부 중이야.

남  기말고사가 언제 시작하는데?

여  내일 시작해. 그래서 정말 걱정돼.

남  걱정하지 마. 넌 항상 시험을 잘 보잖아.

해설 남자는 기말고사에 대해 걱정하는 여자를 격려하고 있다.

어휘 serious[] 심각한  final exam 기말고사  do well 잘하

다

05 ⑤

남  안녕하세요, 저는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어머니는 바이올린 연주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취미입니다. 제 누나는 고

등학생입니다. 누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매우 좋은 사

람들입니다.

해설 사는 곳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talk about …에 대해 이야기 하다  family[] 가족  

hobby[] 취미  older[r] 연상의  

06 ③

여  시간 좀 봐! 벌써 2시 15분이야.

남  2시 15분이라고? 우리 2시 30분에 회의가 있지 않아?

여  맞아. 15분밖에 안 남았어.

남  서두르자.

해설 quarter는 한 시간의 4분의 1인 15분을 가리키므로, 현재 시각은 

2시 15분이다.

어휘 quarter[] 4분의 1; *15분  meeting[] 회의  

hurry[] 서두르다

07 ②

남  와! 이 스파게티 정말 맛있다.

여  정말? 내가 직접 만들었어.

남  넌 요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여  고마워. 나는 장래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남  난 네가 그것을 아주 잘 할 거라고 확신해.

해설 여자는 장래에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spaghetti[] 스파게티  delicious[] 맛있는   

be good at …을 잘하다  cook[] 요리하다; 요리사  in the future 

장래에, 미래에  

08 ⑤

남  얘, 네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

여  맞아, 지난주에 상을 받았어.

남  무엇을 받았어?

여  스마트 워치. 내가 정말 갖고 싶어했던 거라서 무척 기뻐.

해설 여자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원하던 것을 받게 되어 기

쁠 것이다.

어휘 hear[] 듣다 (hear–heard–heard)  win[] 이기다; 

*(…을) 타다 (win–won–won)  prize[] 상  speech contest 
말하기 대회   [문제] tired[] 피곤한  worried[] 걱정하는   

pleased[] 기쁜

09 ①

여  지성아, 이번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니?

남  특별한 거 없어. 왜?

여  이번 토요일에 Wing 콘서트가 있다고 들었어. 너 갈 수 있니?

남  물론이지. 그들은 정말 훌륭한 밴드야.

여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표를 예약할게.

해설 여자는 바로 표를 예약해야겠다고 했다.

어휘 plan[] 계획  Nothing special. 특별한 거 없어.  

concert[] 콘서트  band[] (특히 대중음악) 밴드  

reserve[] 예약하다  ticket[] 표, 티켓

10 ②

남  방콕 여행은 어땠어?

여  좋았는데 좀 추웠어.

남  추워? 태국은 항상 더운거 아니야?

여  맞아. 정말 이상했어.

남  내 여동생은 지난 주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도 덥지 않았다고 했어.

여  정말? 몇몇 나라들이 기상 이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걱정돼.

남  나도 그래.

해설 두 사람은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온에 대해 이

야기하고 있다.

어휘 Thailand[] 태국  strange[] 이상한  

Cambodia[] 캄보디아  experience[] 경험하

다  unusual[] 이상한, 보통이 아닌  change[] 변화

11 ①

여  안녕하세요. 주말 예보입니다. 서울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토

요일에는 흐리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부산은 주말 내내 맑

겠습니다.

해설 부산은 주말 내내 맑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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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weekend[] 주말  report[] 보도  

cloudy[] 흐린, 구름 낀  sunny[] 맑은

12 ④

남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너무 느려.

여  내가 한 번 볼게.

남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

여  아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남  너 그걸 고칠 수 있겠어?

여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 해볼게.

해설 여자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속도가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휘 take a look …을 한 번 보다  virus[]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fix[] 고치다, 수리하다  sure[] 확신하는  give it a 

try …을 한 번 해보다

13 ①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남  그럼,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신분증 있으신가요?

여  네. 제 도장이 필요한가요?

남  네. 하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냥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  알겠습니다. 

해설 계좌를 개설하며 나누는 대화이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는 은

행이다. 

어휘 open an account 계좌를 개설하다  ID card 신분증 

(= identification card)  stamp[] 도장  sign[] 서명하다

14 ③

남  실례합니다. M&B 서점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여  M&B 서점이요? 한 블록 직진하셔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남  오른쪽으로 돌라고요?

여  네. Dundas Street를 걸어가세요. 서점은 왼쪽에 있습니다. Joe의 

꽃가게 옆이에요.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서점은 한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면 Joe의 꽃가게 옆에 있다

고 했다. 

어휘 Excuse me. 실례합니다.  bookstore[] 서점   

go straight 직진하다, 똑바로 가다  turn[] 돌다  next to … 옆에

15 ①

여  너 숙제 끝냈니?

남  응, 바로 조금 전에.

여  그럼, 엄마가 집에 오시기 전에 엄마의 생일 파티 준비를 하자.

남  그래. 내가 스파게티를 만들게. 네가 케이크를 사올래?

여  좋아. 그럴게.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다. 

어휘 finish[] 끝내다  homework[] 숙제  

prepare[] 준비하다  pick up 사다 

16 ⑤

여  이봐, Sam. 넌 어느 동아리에 가입할거야?

남  아직 모르겠어. 동아리가 너무 많아

여  넌 배우가 되고 싶잖아, 그렇지? 우리 연극 동아리에 들어오는 게 어

때?

남  응, 그래. 너희 동아리에 대해 좀 더 말해줘.

여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만나고 겨울에는 연극을 해. 

남  오, 멋지다.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이 가입해 있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올 것을 제

안했다.

어휘 join[] 가입하다  sure[] 확신하는  actor[] 배우  

theater club 연극 동아리  do a play 연극하다

17 ④

① 여  너는 어디서 왔니?

 남  나는 뉴질랜드에서 왔어.

② 여  너 쇼핑몰에 가고 싶니?

 남  물론이지, 난 방과 후에 갈 수 있어.

③ 여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남  두 명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에요.

④ 여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니?

 남  그래, 난 그것을 아주 많이 좋아해.

⑤ 여  너 방학 숙제 했니?

 남  응, 어제 끝냈어.

해설 ④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므로, Yes/No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답해야 한다.

어휘 be from … 출신이다  mall[] 쇼핑몰  after school 방과 

후에  vacation[] 휴가, 방학

18 ②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전 TV를 찾고 있어요. 하나 추천해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이건 어때요? 와이드스크린이고 아주 인기가 많아요.

여  와이드스크린 TV면 영화 볼 때 좋겠어요. 할인 중인가요?

남  네. 20% 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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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TV를 팔고 있다.

어휘 look for …을 찾다  recommend[] 추천하다  

widescreen[] 와이드스크린  popular[u] 인기 있

는  on sale 할인 중인  off[] 할인되어

19 ④

여  너는 애완동물이 있니?

남  응,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 이름은 미미야.

여  좋겠다.

남  너는 애완동물 없니?

여  응, 어떤 애완동물도 갖고 있지 않아.

해설 애완동물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Yes/No로 답할 수 있

다.  

① 좋은 선택이야.

② 나는 가고 싶어.

③ 아니, 나는 여동생이 있어.

⑤ 아니, 나는 개를 키우고 싶어.

어휘 pet[] 애완동물  cute[] 귀여운  lucky[] 행운의, 운

이 좋은   [문제] choice[] 선택, 선정  raise[] 올리다; *기르다

20 ⑤

여  내 디지털카메라를 잃어버렸어. 그걸 택시에 놓고 내렸어.

남  안됐다.

여  그게 내일 필요한데 말이야. 친구랑 놀이공원에 가거든.

남  내 디지털카메라를 빌려줄게. 꽤 좋아.

여  진짜? 정말 고마워.

해설 카메라를 빌려 주겠다는 제안에 감사의 표현이 응답으로 적절하다.

① 좋아 보여.

② 네가 틀린 것 같아.

③ 새 카메라를 사자.

④ 고마워. 우린 정말 즐거웠어.

어휘 digital camera 디지털카메라  leave[] 떠나다; *두고 오다 

(leave–left–left)  amusement park 놀이공원  lend[] 빌려주

다  quite[] 꽤, 상당히

Dictation Test 1 pp. 46~51

01  1) How about  2) on the plate

02  1) a kind of  2) control its speed  3) how far 

03  1) Where is the stadium  2) Let’s take the subway

04  1) what are you doing  2) When do they start   
3) do well on 

05  1) There are four people  2) play the violin   
3) wants to be 

06  1) a quarter past two  2) have a meeting   
3) Let’s hurry

07  1) cooked it myself  2) good at cooking   
3) be great at 

08  1) won first prize  2) What did you get

09  1) Nothing special  2) have a concert   
3) reserve the tickets 

10  1) How was your trip  2) was very strange   
3) I’m afraid that 

11  1) will rain  2) be cloudy  3) have sunny skies 

12  1) have a problem with  2) Is it because   
3) give it a try

13  1) open an account  2) fill out  3) just sign here

14  1) how to get to  2) turn right  3) next to 

15  1) a few minutes ago  2) she gets home   
3) pick up some cake

16  1) Which club  2) Why don’t you  3) we do a play 

17  1) Where are you from  2) How many children   
3) What is your favorite 

18  1) I’m looking for  2) How about this one  3) on sale

19  1) have a pet  2) You’re lucky

20  1) Sorry to hear that  2) lend you mine

실전모의고사 2회         pp. 52~53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⑤  07 ②  08 ④  09 ③  10 ①

11 ②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③  18 ④  19 ①  20 ④

01 ⑤

여  이제 머그잔에 그림을 그려야 해.

남  넌 뭘 그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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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난 네 잎 클로버를 그릴 거야. 그게 내게 행운을 가져다줄 거야. 넌?

남  난 하트를 그릴 거야. 내 여자 친구에게 주려고.

여  오, 그녀가 좋아하겠다.

해설 여자는 네 잎 클로버를 그리겠다고 했다. 

어휘 draw[] 그리다  picture[] 그림  mug[] 머그잔  

four-leaf clover 네 잎 클로버  bring[] 가져오다  luck[] 행운  

heart[] 하트  

02 ③

여  실례합니다만, 우체국이 어디에 있나요?

남  한 블록을 직진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도세요.

여  첫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라는 말씀이신가요?

남  맞아요. 그러면 왼편에 높은 회색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우체국은 그 

옆에 있어요.

여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한 블록 직진해서 우회전한 후, 왼편의 높은 회색 건물 옆에 있는 건

물이 우체국이다.

어휘 post office 우체국  straight[] 똑바로  corner[] 

모퉁이  gray[] 회색의  next to … 옆에

03 ②

남  어젯밤에 정말 재미있었어.

여  네가 재미있었다니 기뻐. 난 친구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어서 아주 행

복했어.

남  선물은 다 맘에 들었니?

여  응, 난 전부 다 정말 좋았어. 그리고 생일 케이크도 멋졌어.

남  그래서 네가 정말 행복해 보였구나.

여  나도 그런 것 같아!

해설 어제 있었던 여자의 생일 파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어휘 fun[] 재미  gift[] 선물  birthday[] 생일 

04 ④

여  난 진희랑 드라이브할 거야.

남  멋지다. 날씨가 아주 좋아.

여  응.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남  선글라스 가져가는 것 잊지 마. 오늘은 정말 햇볕이 강해.

여  아! 깜박했어. 지금 바로 가지러 가야겠어.

해설 여자는 지금 바로 선글라스를 가지러 가야겠다고 했다.

어휘 take a drive 드라이브하다  beautiful[] 아름다운; *(날

씨가) 화창한  forget[] 잊다, 깜박하다 (forget–forgot–
forgotten) 

05 ①

남 이봐, 난 배가 고파. 넌 안 그래? 

여  그래…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그런데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몰라. 

남 나도 그래. 음… 그냥 가장 가까운 식당에서 먹자. 

여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인터넷에서 좀 찾아줄래? 내 전화가 안 돼. 

남 알았어, 잠깐만…

해설 여자는 인터넷으로 식당을 찾아달라고 했다.

어휘 hungry[] 배고픈  nearby[] 근처에  dead[] 

(기계 등이) 작동을 안 하는

06 ⑤

여  내일 날씨입니다. 밴쿠버는 종일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토론토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에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퀘

벡은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는 해가 나겠습니다.

해설 토론토는 내일 오후에 눈이 온다고 했다.

어휘 windy[] 바람이 부는  all day 온종일  turn into …으로 

변하다  come out 나오다

07 ②

남  Amanda, 네가 노래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여  고마워. 그 대회를 위해 연습을 많이 했어.

남  네 목소리는 정말 좋아. 네가 이미 다른 노래 대회들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 네 목소리는 항상 멋지게 들려.

여  고마워. 난 가수가 되고 싶어.

남  난 네가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확신해. 

해설 여자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hear[] 듣다 (hear–heard–heard)  win first prize 1등

을 하다  contest[] 대회  Congratulations. 축하해. 

practice[] 연습하다  voice[] 목소리  several[] 

여럿의, 몇몇의  sound[] …하게 들리다  wonderful[] 

멋진

08 ④

남  MV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300점의 그림

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에 개관해서 오후 8시에 폐관합니다. 성인은 10달러이고, 어린이는 6
달러입니다. 이곳에 음식과 음료는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해설 MV 미술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art gallery 미술관  painting[] 그림  open[] 문

을 열다  close[z] 문을 닫다  except[] 제외하고는  

adult[] 성인  be allowed 허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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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③

여  실례합니다. 이 책을 대출하고 싶은데요.

남  네.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여  여기 있습니다. 언제 책을 반납해야 하나요?

남  일주일 이내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가 책을 대출하면서 반납 기간을 묻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borrow[] 빌리다  student card 학생증  bring back 가

지고 돌아오다 

10 ①

여  너 때문에 지금 콘서트를 못 보게 됐어.

남  정말 미안해.

여  넌 항상 늦어. 지난번에 늦었을 때는 알람 시계가 안 울렸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왜 늦은 거야?

남  교통 체증이 심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늦을게.

여  알았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해설 남자는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했다.

어휘 miss[] 놓치다  last[] 마지막의; *지난  alarm clock 

알람 시계  ring[] 울리다  traffic[] 교통(량)  heavy[] 무

거운; *(교통이) 막히는  forgive[] 용서하다

11 ②

남  엄마, 영화관까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여  미안하지만, 안되겠다. 아빠가 차를 이용 중이시거든. 택시를 타지 그

러니?

남  그건 비싸요.

여  그럼, 버스를 타는 건 어때?

남  버스는 이 시간에 너무 붐벼요. 걸어갈래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해설 남자는 영화관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

어휘 give ... a ride …를 태워주다  cinema[] 영화관  

expensive[] 비싼  crowded[] 붐비는  that[] 

그렇게, 그만큼  far[] 멀리

12 ②

남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하니?

여  7시에.

남  벌써 6시 50분이야. 우리는 극장에 7시 15분쯤에 도착할 텐데.

여  맞아. 다음 상영 시간이 8시 50분이야. 그걸 보는 게 어때?

남  그게 낫겠다. 그럼 먼저 저녁을 먹자.

해설 ten to seven은 7시의 10분 전인 6시 50분을 의미한다.

어휘 already[] 이미  around[] 약, …쯤  show time 

상영 시간  

13 ③

남  안녕, Nancy. 어디 가니?

여  도서관에 가. 그런데, 3번 버스가 도서관에 가니?

남  응. 왜 그렇게 서두르니?

여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는데, 늦은 것 같아.

남  그럼, 택시를 타는 게 어때? 버스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해설 남자는 약속 시간에 늦어 서두르는 여자에게 택시를 탈 것을 제안했

다.

어휘 by the way 그런데, 그건 그렇고  in a hurry 급히, 허둥지둥  

such[] 그렇게, 매우   

14 ②

남  어깨가 아파요.

여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를 만지면 아픈가요?

남  네, 많이 아파요.

여  운동을 심하게 했나요?

남  네. 그저께 농구를 했거든요.

여  진통제를 드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해설 여자가 어깨가 아픈 남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으므로 의사

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houlder[] 어깨  hurt[] 아프다  touch[] 만지

다  exercise[] 운동하다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get rest 쉬다, 휴식하다 

15 ④

남  Jenny, 너 케이크를 어떻게 굽는지 알아?

여  아니. 왜 물어보는 거야?

남  곧 엄마의 생신인데, 엄마에게 케이크를 구워주고 싶어서.

여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

남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해설 여자는 케이크 굽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남자에게 인터넷에서 찾아

볼 것을 제안했다.

어휘 bake[] 굽다  recipe[] 요리법, 레시피  

16 ④

여  우리 다음 달에 경주로 수학여행 갈 거라는 거 들었어?

남  응, 어제 들었어.

13정답 및 해설 



여  난 유적지를 많이 가보고 싶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남  나도. 모든 사람들과 사진을 많이 찍을 거야.  

해설 두 사람은 수학여행 갈 생각에 신이 나 있다. 

어휘 school trip 수학여행  historical site 유적지  take a photo 

사진을 찍다   [문제] proud[] 자랑스러워하는  excited[] 

신이 난  worried[] 걱정하는 

17 ③

남  여러분은 이것을 맑은 날 밤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밝

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한 달 동안 모양을 바

꿉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둥글 때 그것에 소원을 빕니다. 이것

은 무엇일까요? 

해설 밤하늘에서 볼 수 있고 한 달 동안 모양을 바꾸며, 둥근 모양일 때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것은 달이다. 

어휘 clear[] 분명한; *(날씨가) 맑은  find[] 찾다  

bright[] 밝은  change[] 바꾸다  shape[] 모양  

month[] 달  make a wish 소원을 빌다  fully[] 완전히

18 ④

① 여  내 새 코트 어때?

 남  멋져 보여. 

② 여  이 치마 어때?

 남  너한테 잘 어울려.

③ 여  질문 해도 될까요?

 남  물론입니다. 무엇이죠?

④ 여  제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남  아니오, 저는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⑤ 여  언제 회사에 입사하셨어요?

 남  6년 전에요.

해설 ④ 여자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이 와야 적절하다.

어휘 look good on …에게 잘 어울리다  question[] 질문  

join[] 가입하다, 들어가다  company[] 회사

19 ①

남  이 산은 정말 높다.

여  맞아, 우리 3시간 전에 등산을 시작했잖아.

남  난 정말 피곤해. 이제 한 걸음도 더 못 걷겠어.

여  우리 잠시 쉴까?

남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해설 등산을 오래 해서 피곤하다는 남자에게 잠시 쉬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과 관련된 대답이 와야 적절하다.

② 고맙지만 됐습니다. 배불러요.

③ 너 정말 잘했어!

④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자.

⑤ 아니, 그 산은 정말 높아.

어휘 climb[] 오르다  step[] 걸음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20 ④

여  Robert, 넌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어?

남  우린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어.

여  정말 로맨틱하다! 그녀와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야?

남  물론이지.

여  그녀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

남  웃는 모습이 아주 예뻤어.

해설 여자친구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냐고 물었으므로, 여자친구의 좋은 

점에 대한 대답이 와야 적절하다.

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데이트였어.

②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었어.

③ 응,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

⑤ 아니, 그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어휘 wedding[] 결혼식  romantic[] 낭만적인  

fall in love with …와 사랑에 빠지다  at first sight 첫눈에   

[문제] type[] 유형, 종류; *…타입의 사람  smile[] 미소

Dictation Test 2  pp. 54~59

01  1) draw a picture  2) bring me luck  3) give it to 

02  1) Go straight one block  2) at the first corner   
3) next to it

03  1) had fun  2) loved them all  3) that’s why 

04  1) take a drive  2) Don’t forget to bring   
3) go get them 

05  1) any good restaurants nearby  2) look for a place  
3) just a second

06  1) cloudy and windy  2) turn into snow  3) come out 

07  1) won first prize  2) practiced a lot   
3) always sounds wonderful

08  1) Welcome to  2) open at  3) except Monday  
4) are not allowed 

09  1) borrow this book  2) bring the book back   
3) in a week

14



10  1) missed the concert  2) Traffic was heavy   
3) the last time

11  1) give me a ride  2) Why don’t you take   
3) are too crowded 

12  1) What time  2) ten to seven  3) would be better 

13  1) By the way  2) in such a hurry  3) takes too much 

14  1) Let me check  2) the day before yesterday   
3) get rest 

15  1) how to bake  2) bake her a cake  3) for a recipe

16  1) go on a school trip  2) I can’t wait

17  1) find it easily  2) changes its shape   
3) make wishes on it 

18  1) What do you think of  2) ask you a question   
3) change my hairstyle 

19  1) started climbing  2) take a break 

20  1) how did you meet  2) fall in love with her   
3) did you like best 

실전모의고사 3회         pp. 60~61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③  20 ⑤

01 ③

여  우리는 이것을 음식과 음료수에 넣습니다. 그것은 흰색, 황색, 또는 갈

색입니다. 그것은 단맛이 납니다.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속에는 이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음식에 넣고 단맛이 나며,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설탕이다.

어휘 add[] 더하다, 첨가하다  drink[] 마실 것, 음료  

taste[] …한 맛이 나다  gain weight 체중이 늘다

02 ④

여  엄마의 생신에 예쁜 모자를 드리고 싶어요!

남  별무늬가 있는 이건 어떠세요?

여  음. 우리 엄마는 꽃무늬를 더 좋아하세요.

남  아, 그럼 그녀가 꽃이 있는 이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여  네. 저도 그럴 거 같아요.

해설 여자는 점원이 제안한 별이 있는 모자 보다는 꽃이 있는 모자를 엄

마가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어휘 pretty[] 예쁜  pattern[] 무늬, 패턴  

flower[] 꽃

03 ③

여  이번 겨울 방학에 어디 갈 거니?

남  영국에 갈 거야.

여  와, 좋겠다.

남  거기에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사실 영어 공부하러 거기에 가는 거야.

여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해.

해설 남자는 겨울 방학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 갈 예정이다.

어휘 England[] 영국  for fun 장난으로, 재미 삼아  

sure[] 확신하는, 틀림없는  experience[] 경험

04 ③

남  Michelle, 너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네 개가 여전히 아프니?

여  아니, 그게 아니야.

남  그러면 왜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거야?

여  내가 수학 시험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수

학 시험에서 C를 받았어.

남  오,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번에는 더 잘 할거야.

해설 시험을 못 본 여자에게 다음번에는 더 잘 할거라고 격려하는 말이다.

어휘 upset[] 속상한, 마음이 상한  sick[] 아픈  

serious[] 심각한  hard[] 열심히  math[] 수학  

disappointed[] 실망한

05 ④

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Jake이고 14살입니다. 저는 학교 신문 

동아리에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 학교 행사들에 관한 글을 씁니다. 저

는 장래에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해설 남자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introduce[] 소개하다  newspaper[] 신

문  join[] 가입하다  journalist[] (신문, 방송 등의) 기자

06 ④

여  일기 예보의 Janet Smith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맑겠지만, 토요일에

15정답 및 해설 



는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요일 아침에는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설 일요일 아침에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맑을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report 일기 예보  worry[] 걱정하다

07 ②

여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너는 뭘 할 거니?

남  나는 뉴욕으로 갈 거야.

여  왜 뉴욕이야?

남  나는 배우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할 거야.

여  뉴욕에는 연기 학교가 많다고 들었어. 행운을 빌어!

해설 남자의 장래 희망은 배우가 되는 것이다.

어휘 actor[] 배우  hear[] 듣다 (hear–heard–heard)  

acting[] (연극·영화에서의) 연기  Good luck! 행운을 빌어! 

08 ④

여  야구 시합 준비됐어?

남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수할까 봐 걱정돼.

여  왜? 너는 훌륭한 선수잖아.

남  글쎄, 시즌 첫 경기라서.

여  걱정하지 마. 넌 잘해낼 거야.

해설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남자는 시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어휘 guess[] 짐작하다, 추측하다  player[] 선수  

season[] 계절; *(운동 경기의) 시즌 

09 ④

남  Jenny, 여기 네 아침 식사란다. 널 위해서 팬케이크를 좀 만들었어.

여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오늘은 먹을 수 없어요.

남  왜?

여  학교에 늦을 것 같아요. 벌써 8시에요.

남  아, 저 시계는 빠르단다. 지금 겨우 7시 50분이야.

여  잘됐네요! 그러면 먹을 시간이 10분 정도 있어요.

해설 여자는 학교에 가기 전에 10분 정도 먹을 시간이 있다며 좋아했다. 

어휘 pancake[] 팬케이크  be late for …에 지각하다

10 ④

여  우리 과제를 위해서는 역사박물관에 가야 해.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니? 

남  응. 박물관 앞에서 10시 30분에 만나는 게 어때?

여  음, 난 10시에 수영 강습이 있어. 11시 30분에 만나는 게 어때?

남  좋아.

해설 11시 30분에 만나자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동의했다.

어휘 history[] 역사  museum[] 박물관  

project[] 과제, 프로젝트  in front of …의 앞에

11 ③

여  난 이번 토요일에 할머니 댁에 방문할 거야. 난 버스를 타야 할 거 같

아.

남  하지만 지난번에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 이번엔 기차를 타는 게 

어때?

여  음… 그렇지만 더 비쌀 거야.

남  알아. 하지만 훨씬 빠를 거야.

여  알았어. 기차를 탈게.

해설 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버스 대신 기차를 타기로 했다.

어휘 take[] (버스 등을) 타다  expensive[] 비싼  

faster[r] 더 빠른 (fast의 비교급)

12 ②

남  안녕, Rebecca. 무슨 일이야?

여  안녕, 길 좀 물어보려고. 너 Joe’s Pizza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나는 

지금 Top 약국 앞이야.

남  그러면 두 블록을 직진한 후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여  오른쪽으로 돌라고?

남  응. 그건 네 왼편에 있어. 은행 옆이야.

해설 두 블록을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왼편 은행 옆에 Joe’s Pizza가 있

다.

어휘 What’s up? 무슨 일이야?  direction[] 방향, 위치   

bakery[] 제과점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straight[] 똑바로  block[] 블록  corner[] 모퉁이

13 ①

남  좋아요, 여러분, 수업은 끝났어요. 숙제 잊지 마세요.

여  언제 숙제를 제출해야 하죠?

남  금요일이요. 만약 늦게 제출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여  네, Brown 선생님.

해설 수업 종료와 숙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교사와 학생 사

이의 대화이다.

어휘 class[] 수업  over[] 끝이 난  forget[] 잊다  

hand in 제출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받다

14 ⑤

남  Rachel, 너 아주 행복해 보인다. 너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새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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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주셨니?

여  아니, 그게 아니야.

남  자, 이야기 좀 해봐. 정말 궁금해.

여  나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 처음있는 일이야.

남  축하해!

해설 여자는 수학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행복해하고 있다.

어휘 look[] …처럼 보이다  finally[] 마침내  

curious[] 알고 싶어하는  exam[] 시험  

Congratulations. 축하해.

15 ③

① 남  여보세요, Mary니?

 여  응, 나야.

② 남  그는 피아노를 치니?

 여  응, 그래.

③ 남  넌 학교에 어떻게 가니?

 여  이 버스는 학교에 가지 않아.

④ 남  방과 후에 나랑 도서관에 갈래?

 여  미안해. 난 축구 연습이 있어.

⑤ 남  네 전화기를 써도 될까?

 여  물론이야. 여기 있어.

해설 ③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묻는 말에 이 버스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

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library[] 도서관  soccer[] 축구  

practice[] 연습

16 ②

남 민아야, 뭐가 잘못됐니?

여  중간고사를 대비해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

남  우리 공부 모임에 들어오는 게 어때?

여  너희 공부 모임?

남  수민, 재민이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공부해. 우리는 서로 수학 

공부를 도와줘.

여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같이할래.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수학 공부를 함께 하는 공부 모임에 들어오라고 했

다.

어휘 midterm[] 중간고사  difficult[i] 어려운  

once[] 한 번  each other 서로 

17 ④

남  사과 파이 맛이 어때요, Amy?

여  맛있네요.

남  사과 파이를 좀 더 먹을래요?

여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우유를 좀 더 마셔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바로 가져다줄게요.

해설 Amy는 우유를 좀 더 마실 수 있냐고 물었다. 

어휘 apple pie 사과 파이  delicious[] 맛있는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right away 곧, 바로

18 ②

남  콘서트 표가 얼마에요?

여  지금은 2층 좌석들만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30달러입니다.

남  알겠어요. 2장 주세요.

여  네, 60달러입니다.

남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여  고맙습니다. 여기 표가 있고요, 좌석은 C10과 C11입니다.

해설 콘서트 표를 구입하는 사람과 매표소 직원의 대화이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는 공연장이다.

어휘 concert[] 콘서트, 연주회  seat[] 좌석, 자리  

second[] 둘째의  floor[] 바닥; *(건물의) 층  credit card 

신용카드 

19 ③

여  Sunshine 사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Hailey Stewart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Hailey요? 여기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은 없는데요.

남  이상하네요. 337–4955 아닌가요?

여  아니요. 잘못 거셨는데요.

해설 남자가 전화를 잘못 걸어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① 그녀는 나가고 없어요.

② 나중에 전화할게요.

④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⑤ 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어휘 may I speak to ...? …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strange[] 이상한   [문제] wrong[] 틀린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20 ⑤

여  이번 주에 Carl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네.

남  정말?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여  모르겠어. 어제 우리 첼로 수업에도 안 왔어.

남  음… 걱정되기 시작하네. 너 그 애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여  지난 수요일에 같이 저녁을 먹었어.

해설 Carl을 만난 마지막 시점을 묻고 있으므로, 언제 Carl을 보았는지

에 관한 응답이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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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애를 보면 너에게 전화할게.

② 네가 경찰서에 전화해야 할 거 같아.

③ 응. 우리는 첼로 콘서트에서 처음 만났어.

④ 나는 그를 7시에 만날 거야.

어휘 several[] 몇 번의  happen[] 일어나다   

show up 나타나다  lesson[] 레슨, 수업  last[] 마지막으로

Dictation Test 3 pp. 62~67

01  1) add this to  2) It tastes sweet  3) gain weight 

02  1) How about this one  2) likes flower patterns better  
3) I think so 

03  1) Where will you go  2) you’re lucky   
3) be a great experience

04  1) look very upset  2) studied really hard   
3) do better next time

05  1) Let me introduce myself  2) write about   
3) joined this club 

06  1) be sunny until Friday  2) don’t worry   
3) the rain will stop 

07  1) after high school  2) want to be an actor   
3) Good luck

08  1) Are you ready for  2) make a mistake   
3) You’ll do great

09  1) here’s your breakfast  2) late for   
3) about ten minutes 

10  1) Are you free  2) in front of  3) Sounds good to me 

11  1) take the bus  2) took too long  3) much faster

12  1) What’s up  2) in front of  3) next to the bank

13  1) Don’t forget about  2) hand it in   
3) won’t accept it

14  1) look very happy  2) tell me the news  3) got an A 

15  1) this is she  2) How do you go  3) May I use 

16  1) is something wrong  2) Why don’t you join   
3) help each other 

17  1) Would you like to  2) bring it right away

18  1) How much are  2) I’d like two tickets   
3) Here are your tickets

19  1) May I speak to  2) by that name  

20  1) Did something happen to  2) show up   
3) starting to worry

Word Test 1~3  pp. 68~69

A
01 기계 02 기말고사 03 우체국 

04 가족 05 잊다, 깜박하다 06 …으로 변하다 

07 예약하다 08 제과점 09 제외하고는 

10 …의 앞에  11 주말  12 제출하다  

13 이미  14 급히, 허둥지둥  15 …을 찾다  

16 빌려주다  17 걱정하는  18 소원을 빌다

19 마침내  20 나타나다  21 …에게 잘 어울리다

22 이상한, 보통이 아닌 23 많은  24 접시  

25 상  26 대회  27 기쁜  

28 만지다  29 …을 잘하다  30 인기 있는  

31 그런데, 그건 그렇고 32 잠시 동안  33 선택, 선정 

34 어려운  35 …을 한 번 보다  36 굽다  

37 근처에  38 일어나다  39 박물관  

40 …을 한 번 해보다            

B 
01 draw 02 stadium 03 seat 
04 delicious 05 actor 06 history 

07 direction 08 plan 09 borrow 

10 recipe 11 strange 12 curious 

13 exercise 14 homework 15 traffic 

16 fix 17 forgive 18 expensive 

19 add 20 serious 21 practice 

22 open 23 accept 24 stamp 

25 experience 26 disappointed 27 cook 

28 cloudy 29 guess 30 several 
31 shape 32 taste 33 finish 

34 change 35 question 36 shoulder 

37 romantic 38 recommend 39 lucky 

40 company

실전모의고사 4회         pp. 70~71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③

18



01 ⑤

여  내일 일기 예보입니다. 휴스턴은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덴버에는 오후

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는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겠습

니다. 소풍 가기 좋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보스턴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설 보스턴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것이다. 

어휘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  cloudy[] 흐린  

picnic[] 소풍  strong[] 힘센; *(바람이) 강한  

heavy[] 무거운; *(비·바람 등이) 심한

02 ④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Jim Reed를 소개하

겠습니다. 그는 29세이고 록밴드의 리드 보컬입니다. 여러분이 록음

악을 좋아한다면, 그의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들을 정

말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해설 취미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introduce[] 소개하다  favorite[] 가장 좋아하

는  

03 ⑤

여  안녕하세요.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남  네.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원하세요?

여  가운데에 큰 빨간 꽃이 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

요?

남  물론입니다. 원하시면 하트 모양 케이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  괜찮아요. 그냥 둥근 것으로 해주세요.

해설 여자는 가운데에 빨간 꽃이 있는 둥근 모양의 초콜릿 케이크를 원한

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flower[] 꽃  center[] 가

운데, 중앙  heart-shaped 하트 모양의  round[] 둥근

04 ③

여  음식은 어떠셨나요, 손님?

남  훌륭했습니다. 후식 메뉴를 볼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남  음… 그냥 블랙커피 주세요. 그리고 주차료는 어디에 지불하면 되죠?

여  아, 그냥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해설 식당 종업원과 디저트를 주문하는 손님의 대화이다.

어휘 food[] 음식  dessert[] 후식, 디저트  pay[] 지불

하다  receipt[] 영수증  parking lot 주차장

05 ④

남  Kelly, 당신을 여기서 보다니 뜻밖이네요.

여  제가 오늘 당신을 인터뷰할 거에요. 저는 현재 JK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  놀랍네요.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었잖아요.

여  맞아요. 이직했어요.

남  잘되었군요! 그럼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뭔가요?

여  작가로서의 당신의 성공에 대한 거에요.

해설 잡지사에서 일하며 인터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여자는 잡지 

기자임을 알 수 있다.

어휘 expect[] 기대하다  interview[] 인터뷰하다, 

인터뷰  magazine[] 잡지(사)  surprising[] 놀라

운  topic[] 주제  success[] 성공  writer[] 작가

06 ②

여  여보세요?

남  안녕하세요. 전 Tommy인데요. Lewis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그 애는 여기 없는데.

남  언제 집에 돌아오나요?

여  지금이 6시니까, 그 애는 1시간 후에 집에 올 거야.

남  네, 그럼 7시 이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해설 지금은 6시이고, Lewis는 1시간 후에 집에 올 거라고 했다.

어휘 again[] 다시, 또  after[] …후에

07 ③

여  Derek，무슨 일이야? 너 울 것 같아.

남  이가 너무 아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여  언제부터 그랬어?

남  그저께부터.

여  치과에 가봐야겠네. 안 가면 치통이 더 심해질 거야.

해설 여자는 치통이 심한 남자에게 치과에 가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어휘 tooth[] 치아  hurt[] 아프다  go to the dentist 치과

에 가다  pain[] 고통, 아픔  get worse 더 나빠지다

08 ④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발레 입장권이 얼마인가요?

남  성인은 30달러, 어린이는 20달러예요. 표가 몇 장 필요하세요?

여  성인 표 두 장, 어린이 표 한 장 주세요.

남  네. 할인 쿠폰 가지고 계세요?

여  아니요. 가져오는 걸 깜박 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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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인 표 두 장($30×2)과 어린이 표 한 장($20)을 달라고 했으므로 

총 80달러를 내야 한다.

어휘 ballet[] 발레  adult[] 성인  discount coupon 할

인 쿠폰  forget to-v …하는 것을 잊다  

09 ②

여  여보세요, Jake. 무슨 일이야?

남  안녕, Hanna. 미안하지만, 우리 영화를 3시 15분 대신 5시 30분에 

볼 수 있을까?

여  괜찮아. 근데 왜?

남  엄마가 4시는 되어야 집에오셔서 그때까지 내가 여동생을 돌봐주어야 

해.

여  알았어. 그럼 극장에서 5시에 만나자.

해설 남자는 엄마가 집에 오실 때까지 동생을 돌봐야 해서 약속 시간을 

늦췄다.

어휘 instead of … 대신에  until[] …까지  take care of …을 

돌보다  theater[] 극장

10 ⑤

남  어제 호주 문화에 대한 책을 읽었어. 너 호주에서는 보디랭귀지가 약

간 다른 거 알아?

여  아니. 어떻게 다른데?

남  예를 들면, 네가 손으로 ‘okay’ 표시를 할 때, 그것은 호주에서 ‘0’을 

의미해.

여  그건 몰랐어. 호주에서는 보디랭귀지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다.

해설 보디랭귀지가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호주의 예를 들

어 설명하고 있다.

어휘 Australian[] 호주의  culture[] 문화  body 

language 보디랭귀지  a little 약간, 조금  for example 예를 들어  

sign[] 표시  mean[] 의미하다  careful[] 조심스러

운, 신중한

11 ②

여  너 내일 박물관에 어떻게 갈 거니?

남  난 차가 있어. 넌?

여  글쎄, 내 차가 정비소에 있어. 난 버스나 지하철을 탈 거야.

남  그러지 마, 내가 널 태우러 갈게.

여  그럴래? 잘됐다! 고마워.

해설 여자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남자가 차로 태워주겠

다고 했다.

어휘 museum[] 박물관  repair shop 수리점, 정비소  

pick up 도중에 태우다, 마중 나가다

12 ③

여  무슨 일이니, Tim?

남  내 새 스마트폰을 물에 떨어뜨렸어.

여  뭐? 네 스마트폰을?

남  응, 그래서인지 작동이 안 돼.

여  지금 바로 그것을 수리해야 해. 당장 수리점에 가지고 가.

남  알았어. 그럴게.

해설 남자가 스마트폰을 물에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다고 하자, 여자는 당

장 수리점에 가서 고치라고 말하고 있다.

어휘 drop[] 떨어뜨리다  work[] 일하다; *작동하다  

fix[] 수리하다 

13 ③

남  안녕하세요. 얼마나 원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남  네, 조금 걸릴 거예요. 네, 연료통이 가득 찼습니다.

여  고맙습니다. 여기 신용카드요.

남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설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돈을 지불하는 곳은 주유소이다.

어휘 fill up …을 가득 채우다  tank[] (연료 등의) 탱크  full[] 

가득 찬  drive[] 운전하다  safely[] 안전하게  

14 ④

① 여  넌 이 사탕을 좋아하지 않니?

 남  응, 좋아하지 않아. 너무 달아.

② 여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니?

 남  7시에 시작해.

③ 여  너 어제 운동했니?

 남  응, 수영하러 갔었어.

④ 여  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남  나는 그녀를 재즈 콘서트에서 만났어.

⑤ 여  너는 한 달에 몇 번 외식을 하니?

 남  한 번이나 두 번.

해설 ④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물었으므로,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는 

응답이 적절하다.

어휘 sweet[] 달콤한, 단  exercise[] 운동하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eat out 외식하다

15 ⑤

남  여보, 당신 서둘러야 해요. 한 시간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한다고요.

여  알았어요. 내 녹색 드레스 봤어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남  지난 주말에 세탁소에 가져갔잖아요! 그게 오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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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래요.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지금 그것 좀 찾아와 줄래요?

남  알겠어요.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세탁소에서 녹색 드레스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hurry[] 서두르다  wedding[] 결혼식  the cleaners 

세탁소  weekend[] 주말  pick up …을 찾아오다

16 ③

남  Caitlyn, 너 괜찮니?

여  아니, 너무 추워.

남  음… 너 감기에 걸리려는 거 같아.

여  나도 그런 거 같아. 난 누워야겠어.

남  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차 좀 마시는 게 어때?

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차를 마시라고 했다.

어휘 get a cold 감기에 걸리다  lie down 눕다  hot[] 뜨거운  

tea[] 차  go to bed 자다, 잠자리에 들다  actually[] 정말

로  idea[] 생각

17 ④

여  실례합니다. Han’s 미술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남  네. York Street까지 쭉 가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도세요.

여  York Street에서 오른쪽으로 돌라고요? 알겠어요.

남  그러고 나서, Mary’s 꽃집이 보일 때까지 직진하세요. 미술관은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해설 미술관은 York Street까지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직진하면 

Mary’s 꽃집 맞은편에 있다.

어휘 art gallery 미술관, 화랑  go straight 직진하다  turn[] 

돌다  right[] 오른쪽으로  across from …의 맞은편에

18 ②

남  이것은 여름에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 동안, 사람들은 외출

할 때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여름에 나타나며 오랫동안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장마임을 알 수 있다.

어휘 almost[] 거의  during[] …동안에  

umbrella[] 우산  outside[] 밖에

19 ⑤

남  너는 휴가 때 어디에 갔었니?

여  가족들과 제주도에 갔었어.

남  좋았겠다. 그곳에 비행기로 갔니?

여  응.

남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여  거기에 도착하는 데 약 1시간 걸렸어.

해설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어봤으므로, 구체적인 시간으로 응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비용이 많이 들었어.

② 그건 2미터였어.

③ 우리는 호텔에서 머물렀어.

④ 우리는 그곳에서 5일 동안 있었어.

어휘 vacation[] 방학, 휴가  sound[] …하게 들리다  

by plane 비행기로   [문제] cost[] 비용이 들다 (cost–cost–cost)

20 ③

여  너 뭐 하니?

남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  왜? 5시밖에 안 됐잖아. 시간은 충분해.

남  이 챕터가 이해가 안 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 같아.

해설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친구에게 도와주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나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② 전혀. 전에 배운 적이 없어.

④ 4, 5과가 중요한 것 같아.

⑤ 너는 숙제를 7시까지 마쳐야 해.

어휘 math[] 수학  chapter[] (책·논문의) 장  

solve[] 풀다   [문제] either[] …도 또한  

important[] 중요한

Dictation Test 4 pp. 72~77

01  1) begin to rain  2) be sunny and warm   
3) be strong winds 

02  1) introduce my favorite singer   
2) listen to his songs

03  1) What kind of cake  2) in the center  3) if you want

04  1) How was the food  2) Here it is  3) have to show 

05  1) expect to see  2) worked at a bank   
3) Good for you

06  1) May I speak to  2) be back home  3) in an hour

07  1) what’s wrong with you  2) When did it start   
3) go to the 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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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How much  2) How many tickets   
3) forgot to bring it

09  1) I’m sorry but  2) instead of  3) take care of 

10  1) Did you know that  2) For example   
3) should be careful with 

11  1) How will you get to  2) How about you   
3) pick you up

12  1) dropped my new smartphone  2) it’s not working  
3) Take it to 

13  1) Fill it up  2) tank is full  3) Drive safely 

14  1) What time  2) went swimming   
3) How many times 

15  1) need to hurry  2) took it to  3) pick it up 

16  1) getting a cold  2) go lie down  3) go to bed

17  1) Do you know where  2) go straight until   
3) across from it 

18  1) in the summer  2) for about a month   
3) forget to take umbrellas

19  1) go on vacation  2) go there by plane  

20  1) doing my math homework  2) have enough time  
3) solve the problems

실전모의고사 5회         pp. 78~79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⑤  07 ②  08 ⑤  0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①  14 ⑤  15 ②

 16 ⑤  17 ③  18 ②  19 ②  20 ③

01 ④

여  이 파란색 운동화 마음에 드니?

남  모양은 좋은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

여  그럼 저 운동화들 좀 봐. 저 보라색 운동화가 좋아 보인다.

남  나는 회색 운동화가 더 좋아 보이는데. 

여  아, 그것도 좋네.

남  그럼 그걸로 해야겠다.

해설 남자는 회색 운동화를 구매하겠다고 했다.

어휘 sneakers[z] 운동화  violet[] 보라색의  

pair[] 한 쌍, 한 켤레 

02 ③

여  아, 내 오른쪽 눈이 정말 아파.

남  무슨 일이야?

여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지금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남  아, 네 오른쪽 눈이 빨개. 병원에 가봐야겠어.

여  그래야 할까?

남  응. 원인을 찾아내고 약을 줄 거야.

해설 남자는 눈이 아픈 여자에게 안과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휘 contact lens 콘택트렌즈  go see a doctor 병원에 가다  find 

out 발견하다, 알아내다  cause[] 원인  medicine[] 약

03 ⑤

여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남  부모님은 내가 교사가 되길 원하시지만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난 

동물을 좋아하거든.

여  멋지다!

남  너의 꿈은 뭐야?

여  나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

해설 남자는 수의사, 여자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어휘 future[] 미래  cool[] 시원한; *멋진  

photographer[] 사진작가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04 ②

① 남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여  화요일이야.

② 남  얼마에요?

 여  더 싼 걸로 할게요.

③ 남  오늘 밤에 저녁 같이 먹을까?

 여  미안한데, 나 아주 바빠.

④ 남  늦어서 미안해.

 여  괜찮아.

⑤ 남  그거 누구의 스마트폰이야?

 여  Mark 꺼야. 그는 지난주에 샀어.

해설 ② 가격을 묻고 있으므로 얼마인지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cheaper[] 더 싼 (cheap의 비교급)  late[] 늦은  

smartphone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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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④

남  실례합니다.

여  도움이 필요하세요?

남  네. 인천공항에는 언제 도착합니까?

여  1시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남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남  오렌지 주스 주세요.

해설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을 묻고 음료를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의 

직업은 승무원임을 알 수 있다.

어휘 arrive[] 도착하다  airport[] 공항 

06 ⑤

남  왜 뛰어가니? 늦었어?

여  응. 야구 코치님과 10분 후에 약속이 있어.

남  4시 30분에 약속이 있는 거야?

여  아니, 4시 45분에.

남  지금 4시 20분인거 알고 있지, 그렇지?

여  정말? 난 몰랐어.

해설 여자는 코치를 4시 45분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run[] 달리다  coach[] 코치   

07 ②

여  안녕하세요. 내일의 일기 예보입니다. 지난 며칠간 이곳 런던은 아름

다운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비가 오고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

니다. 일요일에는 해를 다시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 내일 런던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report 일기 예보  tomorrow[] 내일  

beautiful[] 아름다운  sunny[] 맑은, 화창한  past[] 

지난  rainy[] 비가 내리는  again[] 다시 

08 ⑤

여  내 책 가져왔어?

남  이런! 깜박했어. 정말 미안해.

여  또? 오늘 가져오기로 약속했잖아.

남  알아. 정말 미안해. 내일은 가져올게.

여  네가 그렇게 말한 게 벌써 세 번째야. 난 그게 오늘 필요해!

남  다시는 잊지 않을게. 

해설 남자가 여자의 책을 계속 가져오지 않아 화가 나 있다.

어휘 bring[] 가져오다  forget[] 잊어버리다 (forget–
forgot–forgotten)  promise[] 약속하다  third[] 셋째의 

09 ④

남  저녁으로 스파게티 어때?

여  만드는 데 1시간은 걸릴 거야. 나 배고파.

남  30분 안에 볶음밥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  그것도 너무 길어.

남  그럼 그냥 샌드위치를 만들게.

여  좋아.

해설 여자는 배가 고파서 저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을 먹자고 했고, 

남자는 샌드위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휘 spaghetti[] 스파게티  fried rice 볶음밥  

within[] …이내에  half an hour 30분

10 ④

여  목이 아파. 내 방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

남  맞아. 네 방에 젖은 수건이나 식물을 두는 건 어때?

여  그게 도움이 될까?

남  물론이지. 아니면 어항에 물고기를 기르던지.

여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해설 방에 젖은 수건이나 식물을 두거나 어항을 놓는 등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프다  dry[] 건조한  

agree[] 동의하다  wet[] 젖은  plant[] 식물  

helpful[] 도움이 되는  fishbowl[] 어항

11 ①

여  우리 다 샀어. 집에 가자.

남  그래. 발이 정말 아파. 택시를 타자.

여  택시? 근데 이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할 거야. 지하철 타면 안돼?

남  하지만 다리가 너무 피곤해.

여  알았어. 어쨌든 우린 짐도 아주 많으니까.

해설 남자의 다리가 아프고 짐도 많아서 택시를 타기로 했다.

어휘 foot[] 발 (복수형 feet)  hurt[] 아프다  lots of 많은  

traffic[] 교통(량)  subway[] 지하철  leg[] 다리  

tired[] 피곤한  anyway[] 어쨌든

12 ③

남  Jessica, 네 다리 어떻게 된 거니?

여  음, 사고가 있었어.

남  어떤 사고였는데? 자동차 사고 같은 거?

여  아니. 내 친구가 상자 몇 개 옮기는 것을 도와주려 하고 있었는데 계단

에서 넘어졌어.

남  오, 이런. 금방 낫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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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자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어휘 happen[] 발생하다  accident[] 사고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move[] 옮기다  box[] 상자  fall down 

넘어지다  stair[] 계단  get better 좋아지다

13 ①

남  저는 당신의 노래들을 정말 좋아해요. 매일 그 노래들을 들어요.

여  정말 감사합니다.

남  이 앨범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이름이 뭐죠?

남  Donny입니다.

여  여기 있어요.

남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해설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 사인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팬과 가수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sign[] 사인하다  keep[] 보유하다, 간직하다  

forever[] 영원히

14 ⑤

남  실례합니다.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여  네. 한 블록 직진하셔서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남  첫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라고요?

여  맞아요. 거기에서 왼쪽에 장난감 가게를 보실 거예요. 약국은 장난감 

가게 옆입니다.

남  정말 고맙습니다.

해설 한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돈 다음 왼쪽 장난감 가게 옆에 약국

이 있다.

어휘 pharmacy[] 약국  nearby[] 근처에   

go straight 직진하다  block[] (도로로 나뉘는) 블록, 구역  

turn[] 돌다  corner[] 모퉁이  next to … 옆에 

15 ②

여  Jason, 왜 이렇게 늦었니? 거의 11시잖아.

남  죄송해요, 엄마. 친구 집에 있었어요.

여  무엇을 했는데?

남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  내일 숙제는 했니?

남  네, 했어요.

여  그래. 하지만 다음에는 9시까지 집에 와야 한다.

남  그럴게요.

해설 엄마가 늦게 귀가한 아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휘 almost[] 거의

16 ⑤

남  이것은 의자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다쳤거나 걸을 수 없

을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에는 두 개의 커다란 바퀴가 달려 있습

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바퀴를 조정함으로써 이것을 멈추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다리를 다치거나 걸을 수 없을 때 이용하고 손으로 바퀴를 조정하는 

것은 휠체어이다.

어휘 kind[] 친절한; *종류  hurt[]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

다  wheel[] 바퀴   make[] 만들다; *…을 ~하게 만들다  

move[] 움직이다  control[] 조정하다, 조절하다

17 ③

남  옆집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여  나도 못하겠어. 네가 가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남  얘기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여  그럼, 우리 도서관에 가는 게 어때? 거기는 조용할 거야.

해설 옆집의 음악 소리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불평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도서관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휘 loud[] 소리가 큰, 시끄러운  turn down 소리를 줄이다  

Why don’t we ...? (제안·권유) …하는 게 어때?  quiet[] 조용

한

18 ②

남  ABC 신발 가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나요?

남  네, 하지만 남성용 신발만 세일을 해요.

여  할인이 얼마나 되나요?

남  25퍼센트입니다. 이번 주에 방문해주세요. 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여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는 가게에 전화를 해서 현재 세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어휘 discount[] 할인  visit[] 방문하다

19 ②

남  이번 주말에 뭐했니?

여  가족과 함께 낚시하러 갔어.

남  오, 어땠어?

여  정말 재미있었어. 넌 무엇을 했니?

남  난 심한 감기에 걸려서 집에 있어야 했어.

여  그거 안됐구나.

해설 심한 감기에 걸려 집에 있었다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 ‘그거 안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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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적절하다.

① 추웠어.

③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④ 그거 멋지구나!

⑤ 왜 외출하지 않았니?

어휘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stay[] 머무르다   

[문제] outside[] 밖에, 바깥에

20 ③

여  여보세요.

남  안녕, Ann. 너 집에 있니?

여  응, 그래.

남  비가 많이 오는데, 나 우산이 없어.

여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남  Washington Street 지하철역에. 날 데리러 올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바로 그리로 갈게.

해설 남자가 지하철역에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있는지 물었으므로, 수락이

나 거절의 응답이 와야 한다.

① 나는 비 오는 날이 싫어.

② 내일은 날이 갤 거야.

④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뻐.

⑤ 응. 우산을 사는 게 낫겠어.

어휘 pick up (차로 사람을) 마중 나가다   [문제] clear up (날씨가) 개

다

Dictation Test 5 pp. 80~85

01  1) like the style  2) looks better  3) I’ll buy them

02  1) something wrong with  2) go see a doctor   
3) find out the cause 

03  1) in the future  2) That’s cool   
3) love taking pictures

04  1) What day is it  2) Shall we have dinner   
3) Whose smartphone is that

05  1) need some help  2) in an hour   
3) something to drink

06  1) Are you late  2) have a meeting  3) I didn’t know

07  1) for the past few days  2) be able to enjoy 

08  1) I forgot  2) promised to bring  3) the third time 

09  1) take an hour  2) within half an hour   
3) That’s too long

10  1) have a sore throat  2) Why don’t you put   
3) keep some fish 

11  1) My feet really hurt  2) take the subway   
3) are too tired

12  1) what happened to  2) What kind of accident   
3) fell down the stairs

13  1) listen to them  2) What’s your name   
3) keep it forever

14  1) is there a pharmacy  2) at the first corner   
3) next to 

15  1) why are you so late  2) playing computer games  
3) should be home by 

16  1) a kind of chair  2) can’t walk  3) make this stop 

17  1) can’t study  2) turn it down  3) why don’t we go 

18  1) having a sale  2) How much of a discount   
3) The sale ends 

19  1) went fishing with  2) was really fun  

20  1) Are you at home  2) raining heavily   
3) pick me up

실전모의고사 6회         pp. 86~87

01 ②  02 ②  03 ⑤  04 ③  05 ③

 06 ⑤  07 ②  08 ①  09 ④  10 ①

 11 ①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④  17 ②  18 ⑤  19 ⑤  20 ③

01 ②

여  그 청바지를 입어보시겠어요? 손님께 잘 어울릴 거 같아요.

남  네, 그럴게요.

여  바로 이쪽입니다. 다른 치수를 입어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남  고맙습니다. 이거 세일 중이죠, 그렇죠?

여  네, 그렇습니다.

해설 옷가게에서 일어나는 점원과 손님의 대화이다.

어휘 try on 시험 삼아 입어보다  jeans[z] 청바지

25정답 및 해설 



02 ②

남  이것은 새의 한 종류이지만 날지 못합니다. 그것은 수영과 다이빙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은 생선과 새우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가족, 친척들과 함께 삽니다. 그것의 등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입니

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귀엽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날지 못하고 수영을 잘하며, 등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인 새는 펭

귄이다.

어휘 fly[] 날다  be good at …을 잘하다  dive[] 다이빙하다  

shrimp[] 새우  relative[] 친척  back[] 등 

stomach[] 배, 복부  cute[] 귀여운

03 ⑤

여  제 친구 Edward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왔고 아주 친

절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많은 한국 배우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해설 Edward의 장래 희망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introduce[] 소개하다  be from …출신이다   

New Zealand 뉴질랜드  friendly[] 다정한, 친절한  

actor[] 배우

04 ③

남  네 생일이 11월 18일이지, 맞니?

여  아니, 17일이야.

남  아, 미안해. 너 그날 파티를 열 거야?

여  응. 너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니?

남  물론이지. 나 그때 시간 돼. 갈게.

해설 생일 파티에 오라는 제안에 수락하는 말이다. 

어휘 November[] 11월  have a party 파티를 열다  

free[] 자유로운; *한가한

05 ③

남  안녕하세요. 일기 예보입니다. 로마엔 아침 일찍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한 시간 전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종일 흐

리겠습니다. 베니스와 플로렌스는 오후 내내 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로마는 현재 비가 그치고 흐리다고 했다.

어휘 weather report 일기 예보  Rome[] 로마  

heavily[i] (양·정도가) 심하게, 아주 많이  cloudy[] 흐린, 

구름 낀  Venice[] 베니스  Florence[] 플로렌스  

sunny[] 맑은 

06 ⑤

남  너 오후 5시에 하는 축구 경기 볼 거니?

여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5시 반에 플루트 수업이 있거든.

남  몇 시에 끝나는데? 경기는 7시쯤에 끝날 거야.

여  문제는 수업이 같은 시간에 끝난다는 거야.

남  정말 안 됐네.

해설 축구 경기가 7시쯤에 끝나는데, 여자의 플루트 수업도 같은 시간에 

끝난다고 했다.

어휘 flute[] 플루트  lesson[] 수업  finish[] 끝나다  

be over 끝나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07 ②

여  아, 안돼!

남  무슨 일 있어?

여  내 컴퓨터 때문이야. 갑자기 꺼져서 작업하고 있던 파일이 날아간 것 

같아.

남  안됐네.

여  얘, 너 컴퓨터에 대해 잘 알잖아. 파일 복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남  그래. 해볼게.

해설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남자에게 파일 복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

다.

어휘 shut down 꺼지다, 종료되다  lose[] 잃어버리다 (lose–

lost–lost)  work on 작업하다 

08 ①

여  너 인터넷 서핑하고 있니?

남  아니, 그냥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너 컴퓨터 쓰려고?

여  응, 과학 숙제를 해야 해서.

남  알았어, 지금 써도 돼. 난 곧 체육관에 갈 거야.

여  고마워.

해설 여자는 과학 숙제를 해야 해서 컴퓨터를 쓰고 싶다고 했다.

어휘 surf the net 인터넷 서핑을 하다  check[] 확인하다  

science [] 과학  gym[] 체육관  soon[] 곧, 이내

09 ④

남  시험 잘 봤니?

여  아니요, 아빠. D를 받았어요.

남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니?

여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남  힘내렴! 다음번엔 더 잘할 거야.

여  감사해요.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해설 여자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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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do well 잘하다, 성공하다  do badly 잘 못하다  Cheer up! 힘내!  

harder[r] 더 열심히 (hard의 비교급)

10 ①

남  실례합니다. 여기 근처에 꽃집이 있나요?

여  네. Baker Street까지 직진하셔서 왼쪽으로 도세요.

남  왼쪽으로 돌라고요?

여  네. 그러면 오른쪽에 두 개의 건물이 보일 거예요. 두 번째 건물로 가

세요.  

남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해설 Baker Street까지 가서 왼쪽으로 돌면, 오른편 두 번째 건물에 꽃

집이 있다.

어휘 near[] … 근처에  go straight 똑바로 가다, 곧장 가다  

second[] 두 번째의   

11 ①

남  여보, 우리 오늘 차를 가져갈 수 없겠어요.

여  당신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남  고장 났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여  그럼, 우리는 일하러 어떻게 가죠?

남  버스를 탑시다.

여  알았어요.

해설 차가 고장 나서 버스를 타기로 했다.

어휘 honey[] 여보, 당신  break down 고장 나다  start the 

engine (차의) 시동을 걸다

12 ④

남  여보세요?

여  안녕, 여보. 지금 집에 있어요?

남  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  잘됐네요. 사장님과 회의가 있어서, 6시에 당신을 만나서 쇼핑하러 갈 

수 없겠어요. 

남  아, 괜찮아요.

여  7시에 만나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해설 여자는 사장님과 회의가 있어서 남자와의 약속을 7시로 미루었다.

어휘 wash dishes 설거지를 하다  have a meeting 회의를 하다  

boss[] 상사, 사장

13 ④

여  지루해. 우리 나가서 뭔가 하자.

남  그거 좋은 생각이야! 배드민턴을 치거나 농구를 하는 게 어때?

여  난 그런 거 잘 못 해. 차라리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싶어.

남  근데 나는 인라인스케이트가 없어.

여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 것을 빌려줄게.

남  좋아!

해설 남자는 배드민턴이나 농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자는 인라인스케

이트를 타고 싶다고 했다.

어휘 bored[] 지루한  outside[] 밖에  

badminton[] 배드민턴  basketball[] 농구  

would rather + v 오히려 …하고 싶다  go inline skating 인라인스케

이트를 타러 가다  pair[] 한 쌍, 한 켤레  worry[] 걱정하다  

lend[] 빌려주다

14 ⑤

여  너 무엇을 보고 있니?

남  홈쇼핑 채널. 저 갈색 재킷을 사려고.

여  나도 가끔 TV에서 물건을 사. 정말 편리한 거 같아.

남  맞아. 프로그램을 보고,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만 하면 되니까.

여  맞아! 우린 더 이상 쇼핑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해설 TV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channel[] 채널  thing[i] 물건  

convenient[] 편리한  show[] (텔레비전 등의) 프로그

램  order[] 주문하다  wait[] 기다리다  anymore[] 

더 이상, 이제는 

15 ④

여  Carl, 이 케이크 좀 먹어봐.

남  와, 맛있어 보여. 흠… 이거 굉장하다! 네가 만들었니?

여  응! 나 혼자 만들었어. 난 제빵사가 되고 싶어.

남  그게 좋겠어! 넌 이미 훌륭한 제빵사야.

해설 여자는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look[] 보이다  delicious[] 맛있는  

amazing[] 굉장한, 놀라운  all by myself 혼자서  

baker[] 제빵사  already[] 이미, 벌써

16 ④

여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에서 지진이 났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

어.

남  정말 끔찍하네!

여  맞아! 그들을 돕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자.

남  좋은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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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모금을 해서 지진이 난 곳에 보내자고 했다. 

어휘 earthquake[] 지진  Indonesia[] 인도네시

아  hurt[] 다치게 하다  terrible[] 끔찍한  help out (지
원·후원 등으로) …을 돕다  raise[] 모으다  send[] 보내다 

17 ②

①  남  저녁으로 뭘 먹을래?

  여  닭고기를 먹자.

②  남  그 뉴스 봤어?

  여  저 쇼는 아주 재미있어.

③  남  언제 이곳에 도착했어요?

  여  약 두 시간 전에요.

④  남  최근에 아주 바쁘죠, 그렇지 않나요?

  여  네, 그래요. 피곤하네요.

⑤   남  박물관에는 어떻게 갔어?

  여  우리는 지하철을 탔어.

해설 ② 뉴스를 봤냐고 물었으므로, 뉴스 시청 여부에 대해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funny[] 재미있는  ago[] … 전에  lately[] 최근

에  museum[] 박물관

18 ⑤

남  이 책들을 반납하러 왔어요.

여  네. 확인해볼게요. 3일 전까지였네요. 연체료를 내셔야 합니다.

남  오, 이런. 얼마죠?

여  합해서 10달러입니다.

남  와, 많네요. 다음번에는 늦지 않을게요. 

해설 반납하는 책을 확인하고 연체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여자는 도서관 

사서이다. 

어휘 return[] 돌려주다, 반납하다  due[] …하기로 되어 

있는  pay[] 지불하다  late fee 연체료  

19 ⑤

여  뭘 듣고 있니?

남  Jack Rich가 부른 <Sad Song>을 듣고 있어.

여  너 팝 음악을 좋아하니?

남  모든 종류의 음악을 즐기지만 팝 음악을 가장 좋아해. 너는?

여  나도 팝 음악을 좋아해. 너 <Love>라는 신곡 아니?

남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야.

해설 <Love>라는 신곡을 아느냐고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응, 그거 봤어.

② 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③ 아니,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④ 아니, Peter Jackson이 그 노래를 불렀어.

어휘 pop music 팝 음악   [문제]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20 ③

남  올해 네가 듣는 수업들은 어때?

여  좋아. 선생님들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좋으셔.

남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는 모든 과목이 즐거워.

여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남  나는 수학이 제일 좋아.

해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물었으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과목에 대한 응

답이 적절하다.

① 나는 매일 공부해.

② 그분은 영어를 가르치셔.

④ 나는 반 친구들이 싫어.

⑤ 그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어휘 helpful[] 도움이 되는  subject[] 과목

Dictation Test 6 pp. 88~93

01  1) try on those jeans  2) try a different size   
3) on sale

02  1) is very good at  2) lives with  3) it is cute

03  1) is from  2) came here to learn  3) likes watching 

04  1) on the 17th  2) having a party  3) I’m free then

05  1) early in the morning  2) won’t come out   
3) be sunny all afternoon

06  1) I’d like to but  2) will be over  3) at the same time

07  1) shut down  2) I’m sorry to hear that   
3) help me get back 

08  1) surfing the net  2) checking my email   
3) do my science homework

09  1) do well on  2) I don’t know why   
3) do better next time

10  1) near here  2) on the right  3) You’re welcome

11  1) can’t take my car  2) broke down  3) get to work

12  1) washing dishes  2) to go shopping  3) that’s okay

13  1) Let’s go outside  2) I’d rather go   
3) lend you my brother’s

14  1) I’m going to buy  2) All you need to do   
3) don’t hav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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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this looks delicious  2) all by myself   
3) I think you should

16  1) How terrible  2) think about helping   
3) raise some money 

17  1) want for dinner  2) When did you arrive   
3) took the subway

18  1) return these books  2) pay the late fee   
3) next time

19  1) listening to  2) all kinds of music 

20  1) helpful and nice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ord Test 4~6 pp. 94~95

A
01 배, 복부 02 사진을 찍다 03 기대하다

04 미래 05 달콤한, 단 06 더 나빠지다

07 목이 아프다 08 고통, 아픔 09 예를 들어

10 꺼지다, 종료되다 11 잘하다 12 넘어지다

13 안전하게 14 약국 15 외식하다

16 … 동안에 17 연체료 18 밖에

19 거의 20 소리를 줄이다 21 고장 나다

22 마중 나가다, 도중에 태우다 23 방학, 휴가 

24 수학 25 중요한 26 풀다 

27 모으다 28 직진하다 29 감기에 걸리다 

30 생각 31 상사, 사장 32 눕다 

33 끔찍한  34 돌려주다, 반납하다  

35 소리가 큰, 시끄러운 36 조절하다, 조정하다

37 보내다 38 최근에 39 혼자서

40 더 이상, 이제는

B
01 introduce 02 flower 03 round
04 photographer 05 stay 06 success
07 medicine 08 arrive 09 tomorrow
10 beautiful 11 shrimp 12 relative
13 friendly 14 tooth 15 again
16 at the same time  17 promise 

18 dry 19 gym 20 lose 

21 instead of 22 culture 23 careful 
24 drop 25 drive 26 receipt 
27 helpful 28 stair 29 forever 

30 bored 31 basketball 32 convenient 
33 accident  34 order 35 earthquake 

36 quiet 37 visit 38 umbrella 

39 subject 40 airport

실전모의고사 7회         pp. 96~97

01 ③  02 ③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④  19 ③  20 ④

01 ③

여  이것은 운동 경기입니다. 그것은 두 팀으로 진행됩니다. 각 팀에는 열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을 움직이기 위해 발이나 머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팀의 네트에 공을 넣으면 득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한 팀이 열한 명의 선수로 구성되고, 발이나 머리를 사용해 상대 팀

의 네트에 공을 넣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어휘 each[] 각각의  foot[] 발 (복수형 feet)  score a point 
득점하다  other[] 다른  net[] 그물, 네트  

02 ③

여  Peter, 어제 교회에 태워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  괜찮아.

여  거기에 어떻게 갔니?

남  늦어서 택시를 탔어.

여  저런! 다음 주 일요일에는 내가 데려다 줄게.

해설 남자는 늦어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갔다.

어휘 drive[] 운전하다; *태워다 주다  take[] 데려다주다 

03 ②

여  너는 보통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니?

남  나는 주로 숙제를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해. 이메일도 보내고. 너는?

여  난 주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채팅을 해.

남  정말? 난 온라인 쇼핑은 안 해. 그거 어때?

여  훨씬 더 편리해.

해설 각자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shop online 온라인 쇼핑을 하다  chat[] 잡담하다; *채팅하

다  convenient[] 편리한 

04 ③

여  여보세요, Tom! 너에게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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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네 카메라를 빌릴 수 있을까? 내일 하이킹하러 갈 거라서.

남  그래. 아,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식사에 너를 초대하려고 전화했

어. 올 수 있니?

여  아, 난 이미 계획이 있어. 다음번에 먹을까?

해설 남자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어휘 just[] 막, 이제 방금  What for? 왜?  borrow[] 빌

리다  go hiking 하이킹하러 가다  invite[] 초대하다  

plan[] 계획

05 ②

남  실례합니다. 미술관에 어떻게 가나요?

여  한 블록 직진하셔서 왼쪽으로 도세요.

남  네, 그다음에는요?

여  15미터 정도 걷다 보면, 오른쪽에 공원이 보일 거예요. 공원에서 오른

쪽으로 돌면 미술관은 공원 지나서 첫 번째 건물입니다.

남  고맙습니다!  

해설 한 블록 직진해서 왼쪽으로 돌아 15미터 정도 가다가 오른쪽 공원

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첫 번째에 있는 건물이 미술관이다.

어휘 art gallery 미술관, 화랑  meter[] 미터  

building[] 빌딩  after[] …뒤에, 다음에

06 ②

①  남  너 왜 웃니?

  여  웃긴 농담 때문에.

②  남  펜 좀 빌려주실래요?

  여  넌 나한테 그 펜을 빌려줄 수 없었어.

③  남  장미가 몇 송이 있죠?

  여  24송이 있어요.

④  남  우리 어떤 버스를 타지?

  여  14번 버스야.

⑤  남  성함을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제 이름은 Sue Baker입니다.

해설 ② 펜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수락 또는 거절의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laugh[] 웃다  funny[] 웃긴  joke[] 농담  

lend[] 빌려주다

07 ④

여  하하하, 네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어.

남  그랬어? 고마워.

여  응. 넌 어떤 것이든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거 같아. 넌 코미디언이 

되어야 해.

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사실 정말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해설 남자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comedian[] 코미디언  actually[] 실제로, 

정말로

08 ③

남  더 좋아 보이시네요. 정말 기쁩니다.

여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무서웠는데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남  아니에요. 그저 제 일이었을 뿐이에요.

여  앞으로는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할게요.

남  좋아요.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겠어요.

해설 전기난로를 주의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나 소화기 사용 방법과 

같은 표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남자의 직업은 소방관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ave[] 구하다  careful[] 조심성 있는   

electric heater 전기난로  from now on 지금부터  fire extinguisher 

소화기   [문제] reporter[] 기자  repairman[] 수

리공  firefighter[] 소방관  police officer 경찰관  sales 

clerk 점원, 판매원

09 ⑤

여  너 어디 가는 길이야?

남  도서관에. 오늘 이 책을 반납해야 하거든. 너는?

여  Amy를 보러 시티 병원에 가는 길이야. 그 애 다리가 부러졌거든.

남  오, 이런! 나도 너와 병원에 가고 싶은데.

여  그럼 책을 반납하고 빨리 돌아와. 바로 여기에 있을게.

남  알았어.

해설 남자는 책을 먼저 도서관에 반납한 뒤 여자와 Amy의 병문안을 갈 

것이다.

어휘 library[] 도서관  return[] 반납하다  break 

one’s leg 다리가 부러지다  quickly[] 빨리

10 ⑤

남  저는 Samuel Jones입니다. 다음 주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

요일과 화요일은 맑지만 매우 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종일 비가 오겠

습니다. 목요일은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부

터 일요일까지는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해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휘 weather[] 날씨  clear[] 맑게 갠  snowy[] 

눈이 오는  windy[] 바람이 부는  cloudy[] 흐린

11 ④

여  이번 토요일에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Lion Square에서 오전 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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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수제 보석들을 팔 것입니

다. 모든 수익은 자선 단체에 보내지니, 오셔서 동참해주세요. 감사합

니다. 

해설 벼룩시장의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flea market 벼룩시장  hold[] 열다, 개최하다  sell[] 

팔다  homemade[] 손으로 만든, 집에서 만든  

jewelry[] 보석류  profit[] 이익, 수익  charity[] 

자선 단체  

12 ⑤

남  내가 새 꽃병을 사줄게. 너 며칠 전에 하나 깨뜨렸잖아.

여  고마워. 저 갈색은 어때?

남  꽃이 그려져 있는 거?

여  아니, 웃는 얼굴이 있는 거.

남  웃는 얼굴이 좋긴 한데, 흰색이 더 나은 거 같아.

여  알았어 그럼. 저걸로 사자.

해설 남자가 웃는 얼굴이 있는 흰색 꽃병이 나은 것 같다고 하자, 여자가 

그것을 사자고 했다.

어휘 break[] 깨뜨리다 (break–broke–broken)  smiley 

face (주로 노란 바탕에 검은색의) 웃는 얼굴 그림

13 ③

남  나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해.

여  왜? 또 컴퓨터 게임 사는 데 돈을 다 썼니?

남  아니, 그게 아니야.

여  그럼 왜?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려고?

남  아니. 엄마 생신이 6월이야. 엄마께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

해설 남자는 엄마의 생신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고 했다.

어휘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spend[] 소비하다, 쓰다 

(spend–spent–spent)   go on a date with …와 데이트하다  

June[] 6월

14 ④

남  여보세요. Sunflower Shopping Mall입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

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 주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  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여  언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번 주말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확인해볼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  Jinny Lee입니다. 

남  네. 오늘 발송할 것이고, 내일 받으실 거예요.

해설 여자는 주문한 것을 언제 배송할 것인지 물었다.

어휘 shopping mall 쇼핑몰  order[] 주문  check[] 확인

하다  send[] 보내다  weekend[] 주말

15 ④

남  여기 사람이 정말 많다.

여  정말 그렇네. 무엇을 먼저 타고 싶니?

남  모노레일 어때?

여  저 조그만 열차? 그건 너무 지루해. 바이킹을 타자.

남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걸 타는 게 무서워.

여  한번 타봐! 분명히 너는 그걸 좋아할 거야.

남 알았어.

해설 모노레일, 바이킹과 같은 놀이기구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놀

이공원에서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ride[] (탈 것을) 타다  monorail[] 모노레일  

boring[] 지루한  to be honest 솔직히  scared[] 두려

운, 무서운  sure[] 확신하는

16 ⑤

남  너 달라 보인다. 살을 뺐니?

여  응, 조금.

남  식사량을 줄였어?

여  아니, 그러지 않았어. 난 운동을 했어.

남  무슨 운동을 했는데? 수영?

여  아니, 일주일에 네 번 배드민턴을 쳤어.

해설 여자는 일주일에 네 번 배드민턴을 쳐서 살을 뺐다고 했다.

어휘 different[] 다른  lose weight 살을 빼다  a little 조금, 

약간  cut down 줄이다  meal[] 식사, 한 끼니  work out 운동하

다  exercise[] 운동

17 ②

남  엄마, Mike는 어디 있어요?

여  축구 연습하러 갔는데.

남  정말이요? 우리 6시에 쇼핑 가기로 했거든요.

여  그 애가 5시 15분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

남  지금이 5시에요. 그러니 15분 후에 돌아오겠네요.

해설 Mike는 5시 15분에 집에 온다고 했다.

어휘 practice[] 연습  be back 돌아오다  

quarter[] 4분의 1; *15분  past[] (시간이) 지나서

18 ④

남  우리 집 개가 어제 강아지를 두 마리 낳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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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축하해!

남  음, 처음에는 좋았는데 ….

여  근데 뭐?

남  문제가 좀 있어. 강아지 한 마리가 건강해보이지 않아. 전혀 움직이지 

않아. 

여  그럼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 병원에 가봐야겠다.

해설 남자는 어제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어휘 puppy[] 강아지  Congratulations. 축하해.  animal 
hospital 동물 병원

19 ③

남  실례합니다만, 이 신발을 신어봐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그게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이에요. 사이즈는 

맞으세요?

남  잘 모르겠어요. 우선 신어볼게요.

여  느낌이 어떠세요?

남  너무 작네요.

해설 신발을 신어본 느낌을 물었으므로, 그에 적절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① 목이 마르네요.

② 전 9사이즈를 신어요.

④ 전 운동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⑤ 너무 비싸네요.

어휘 try on 신어보다  popular[u] 인기 있는   

[문제] thirsty[] 목마른  sneakers[z] 운동화  

expensive[] 비싼

20 ④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Brown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  죄송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세요.

남  언제 회의가 끝날지 아세요?

여  아마 한 시간 후에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남  네. John Smith가 전화했다고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해설 메시지를 남길지 여부를 물었으므로, 그에 적절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① 저는 당신에게 두 번이나 전화했어요.

② 아니요, 그녀는 사무실에 없어요.

③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⑤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휘 be over 끝나다  maybe[] 아마  take a message 메시

지를 받다   [문제] office[] 사무실  answering machine 자동응

답기

Dictation Test 7 pp. 98~103

01  1) is played by  2) use your feet  3) get the ball in 

02  1) drive you to  2) get there  3) I was late

03  1) you usually do  2) do my homework   
3) much more convenient

04  1) What for  2) going hiking  3) invite you over for 

05  1) How can I get to  2) turn left  3) on your right 

06  1) lend me a pen  2) Which bus will we take   
3) ask your name 

07  1) was really funny  2) make anything funnier   
3) Thank you for saying that 

08  1) cannot thank you enough  2) from now on   
3) how to use 

09  1) return this book  2) broke her leg   
3) go to the hospital 

10  1) clear but very cold  2) rain all day   
3) From Friday to Sunday

11  1) be held at  2) will be selling  3) be sent to 

12  1) a few days ago  2) with the smiley face   
3) Let’s get that one

13  1) spend all your money  2) go on a date 

14  1) ask you about  2) like me to check   
3) Let me check 

15  1) like to ride first  2) It’s too boring   
3) I’m scared to ride 

16  1) lose weight  2) cut down on  3) four times a week

17  1) went to soccer  2) be back  3) in fifteen minutes

18  1) had two puppies  2) at first  3) doesn’t look well

19  1) try on these shoes  2) most popular   
3) How do they feel

20  1) I’m sorry but  2) will be over  3) take a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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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8회         pp. 104~105

01 ⑤  02 ②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④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①

 16 ③  17 ①  18 ③  19 ③  20 ③

01 ⑤

남  내 친구한테 줄 우산을 사려고 해. 빨간색 하트가 있는 저 분홍색은 어

때?

여  음… 색깔은 맘에 드는데 무늬는 아니야. 검은 줄무늬가 있는 저건 어

때?

남  오, 저거 예쁘다. 나 저걸로 할래. 조언 고마워. 

여  천만에.  

해설 남자는 검은 줄무늬가 있는 우산을 사기로 했다.

어휘 umbrella[] 우산  color[] 색깔  

pattern[] 무늬  stripe[] 줄무늬  pretty[] 예쁜  

advice[] 조언, 충고

02 ②

남  너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니?

여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

남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데?

여  고등학생일 때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패션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해설 여자는 고등학생일 때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현재의 꿈

은 패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어휘 university[] 대학교  fashion design 의상 디자인  

run[] 달리다; *경영하다  business[] 회사

03 ⑤

남  이봐, Martha.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여  아, 응. 체육관이 보일 때까지 한 블록 직진해.

남  체육관 옆에 있어?

여  아니. 체육관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그 옆에 수영장이 보일 거야. 서점

은 수영장 맞은편에 있어.

해설 체육관까지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돈 다음 수영장 맞은편에 있는 건

물이 서점이다.

어휘 bookstore[] 서점  gym[] 체육관  pool[] 수

영장  next …옆에  across from …의 맞은편에

04 ①

여  새 스마트폰을 사려고 해요.

남  이것이 우리 최신 모델인데요, 인기가 아주 많아요.

여  좋아 보이네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남  금색, 로즈 골드색, 은색이 있습니다.

여  음… 로즈 골드색으로 할게요.

해설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에게 최신 모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으므

로 남자의 직업은 판매원이다.

어휘 latest[] 최신의  model[] (상품의) 모델  

popular[u] 인기 있는  gold[] 금색  silver[] 은색 

05 ④ 

여  Harry Simpson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

운 영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캐나다 분이고 3년 전에 한국에 오셨

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시기 전에 부산에 있는 보람 중학교에서 가르

치셨습니다. 선생님은 유머감각이 있고 친절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생

님을 좋아하게 될 거 같네요.

해설 전 근무지인 부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선생님이 사는 곳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휘 introduce[] 소개하다  Canadian[] 캐나다

인  teach[] 가르치다 (teach–taught–taught) 
humorous[]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06 ③

여  여보세요.

남  Kate, 나 Jim이야. 미안하지만 15분 늦을 것 같아.

여  3시 20분에 도착한다는 말이야?

남  아니, 3시 15분에 도착할 거야. 지금이 3시잖아.

여  아, 내 시계가 5분 빠르네.

해설 남자는 3시 15분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어휘 arrive[] 도착하다  fast[] 빠른

07 ④

남  이것은 긴 천으로 만들어집니다. 창문에 걸며 햇빛을 막아줍니다. 이

것은 겨울에 바람도 막아줍니다. 또한 당신의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천으로 만들어지며, 창문에 걸어 햇빛과 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커튼

이다.

어휘 cloth[] 천  hang[] 걸다, 달다 (hang–hung–hung)  

keep out 막다  make[] 만들다; *…을 ~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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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⑤

여  Mark, 너 많이 졸린 거 같아. 영화를 보고 있는 거니?

남  응, 그렇지만 영화를 즐기고 있지 않을 뿐이야.

여  왜?

남  전에 본 적이 있어. 재미가 없어.

여  그럼 다른 영화를 보자.

남  좋아.

해설 남자는 봤던 영화가 재미없어서 지루해하고 있다.

어휘 sleepy[] 졸리는  enjoy[] 즐기다  another[] 

다른, 또 하나의 

09 ⑤

남  Jess, 너 어디 가는 거니?

여  난 영어 교실에 가고 있어.

남  아, 내가 도와줄까? 책들이 무거워 보여.

여  그럴 수 있어?

남  물론이지. 나한테 책들을 줘.

해설 남자는 책을 들어 주려고 책을 달라고 했다.

어휘 heavy[] 무거운

10 ②

여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야?

남  나는 테니스 치는 걸 아주 좋아해. 넌 테니스 치니?

여  아니, 그렇지만 나는 거의 매일 스쿼시를 해.

남  네가 배드민턴을 잘 쳤었다고 들었어. 배드민턴은 더 이상 치지 않니?

여  응, 안 쳐. 요즘은 스쿼시만 해.

해설 각자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다.

어휘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squash[] 스쿼시 

almost[] 거의  anymore[] 더 이상, 이제는  

nowadays[] 요즘에는

11 ⑤

남  엄마, 저 Charles네 집에 가요!

여  오, 얘야. 여기서 멀지 않니? 내가 태워 줄까?

남  아니에요, 엄마. 날씨가 아주 좋아서 자전거를 탈 거예요.

여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조심만 해.

남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 남자는 날씨가 좋아 자전거를 탈 것이라고 했다.

어휘 far[] 먼  drive[] 운전하다; *태워다 주다  

weather[] 날씨  ride[] 타다  careful[] 조심하는  

worry[] 걱정하다

12 ④

여  Jack, 뮤지컬이 10분 전에 시작했어.

남  정말 미안해.

여  왜 늦었니? 교통 체증이 심했어?

남  아니, 차에 문제가 있었어. 미안해, Jane.

여  괜찮아. 서두르자.

해설 남자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사과하고 있다.

어휘 musical[] 뮤지컬  traffic[] 교통(량)  

problem[] 문제  hurry[] 서두르다

13 ④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남  어떻게 생겼죠?

여  빨간 손잡이가 달린 갈색 가방이에요. 그리고 앞에 큰 주머니가 두 개

있어요.

남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설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찾으러 온 여자에게 남자가 가방이 있는

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아, 분실물센터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leave[] 떠나다; *두고 가다 (leave–left–left)  
handle[] 손잡이  front[] 앞면  check[] 확인하다

14 ⑤

남  Jimmy는 오늘 오후에 야구 경기를 하니?

여  응, 그래. 왜?

남  지금 날씨가 너무 흐려서. 오후에 비나 눈이 올 것 같아.

여  일기예보에서 오전에 비가 조금 오지만, 정오가 되기 전에 그칠 거라

고 했어. 오후에는 화창할 거야.

남  그거 잘됐네.

해설 여자는 오전에는 비가 오지만, 오후에는 날씨가 화창할 것이라고 말

했다.

어휘 baseball[] 야구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noon[] 정오

15 ①

남  바빠 보이네요.

여  네. 회의가 15분 후에 시작해서요.

남  내가 도와줄게요. 의자를 몇 개 가져와야 해요?

여  여섯 개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뜨거운 차 여섯 잔을 만들어주겠

어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남  그럴게요. 그리고 복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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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렇긴 한데 어제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요.  tea[] 차  

helpful[] 도움이 되는  make a copy 복사하다  

already[] 이미

16 ③

남  그 바지가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사이즈가 필요하신가요?

여  아니요,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남  다른 색상을 입어보는 건 어떠세요? 제 생각엔 파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  알겠어요. 그럼 그것을 입어볼게요.

해설 남자는 다른 색상의 바지를 입어볼 것을 제안했다.

어휘 different[] 다른  try[] 해보다, (옷 등을) 입어보다  

17 ①

남  너 무엇을 하고 있니?

여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어. 이 신발 멋져 보여.

남  난 온라인으로 신발을 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여  왜?

남  신발 사이즈가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네가 그것들을 먼저 신어

봐야 한다고 생각해.

해설 남자는 신발을 신어보고 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어휘 online[]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try on (옷·신발 등을) 

입어보다, 신어보다

18 ③

①  남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여  네, 아름다워요.

②  남  간식 좀 사다 줄래?

  여  물론이지.

③  남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여  저는 채소 피자를 가장 좋아해요.

④  남  그녀는 배우인가요?

  여  아니요. 그녀는 가수에요.

⑤  남  어제 면접은 어땠어?

  여  글쎄, 그들이 내 대답을 좋아했던 거 같지 않아.

해설 ③ 남자는 메뉴판을 달라고 했으므로, 메뉴판을 가져다주겠다는 응

답이 와야 적절하다.

어휘 snack[] 간식  menu[] 식단표, 메뉴(판)  

vegetable[] 채소  actress[] 여배우  

interview[] 인터뷰, 면접  go[] 가다; *(일이) 진행되다, 

(어떤) 결과가 되다

19 ③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어린이 표 2장, 성인 표 1장 주세요.

여  그러니까 총 3장이요?

남  아, 죄송해요. 어린이 표 2장, 성인 표 2장 주세요.

여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남  현금으로요. 여기 있습니다.

해설 지불을 어떻게 할지 물었으므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겠다는 응

답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여기 제 표가 있습니다.

② 네. 고맙습니다.

④ 전 그것에 대해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⑤ 제게 표를 주시면 됩니다.

어휘 adult[] 성인  in all 총, 모두 합쳐  pay[] 지불하다  

cash[] 현금

20 ③

남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까?

여  햄버거를 굽는 게 어때?

남  좋은 생각이야!

여  햄버거에 치즈를 넣을까?

남  좋아. 치즈 좀 넣어줘.

해설 햄버거에 치즈를 넣고 싶은지를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

이 와야 한다.

① 냄새가 좋아.

② 응, 너를 위해 만들었어.

④ 그래, 나는 수프를 먹고 싶어.

⑤ 나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어.

어휘 grill[] 불에 굽다   [문제] smell[] 냄새가 나다

Dictation Test 8 pp. 106~111

01  1) What do you think about  2) How about that one  
3) You’re welcome

02  1) studying in university  2) in the future   
3) run a fashion business

03  1) Do you know where  2) next to the gym   
3) across from the pool

04  1) our latest model  2) in a different color   
3) I’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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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I’m glad to introduce  2) came to Korea   
3) humorous and kind

06  1) I’m sorry but  2) arrive at  3) is five minutes fast

07  1) is made of  2) keeps the wind out   
3) more beautiful

08  1) you look very sleepy  2) I’ve seen it before  
3) another movie

09  1) where are you going  2) want me to help   
3) Give me the books

10  1) love to play  2) almost every day   
3) don’t play badminton anymore

11  1) far from here  2) ride my bike  3) Don’t worry

12  1) started ten minutes ago  2) a lot of traffic   
3) Let’s hurry

13  1) left my bag on  2) look like  3) I’ll go check

14  1) have a baseball game  2) rain a little   
3) will be sunny 

15  1) look busy  2) Let me help you  3) have to make 

16  1) need a different size  2) How about trying   
3) look good on you 

17  1) I’m shopping online  2) it’s a good idea   
3) try them on first

18  1) What a nice day  2) May I have a menu   
3) I don’t think 

19  1) How can I help you  2) in all   

20  1) Why don’t we  2) cheese on your burger

실전모의고사 9회         pp. 112~113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⑤  09 ③  10 ⑤

 11 ①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③  18 ③  19 ②  20 ②

01 ④

남  무슨 일이야, Annie?

여  경기가 걱정이 돼.

남  왜?

여  내가 잘 못 할까 봐 걱정돼.

남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잘했잖아. 그리고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해설 남자는 경기를 걱정하고 있는 여자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

어휘 worry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I’m afraid (유감이지만) …라

고 생각하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02 ④

남  학교가 끝났을 때,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

다. 나는 샤워를 하고 숙제를 했다. 7시쯤에 가족들과 클래식 음악회

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설 남자가 방과 후에 일기를 썼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finish[] 끝나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classical[] 클래식의

03 ④

남  저 녹색 스웨터 어때, Molly?

여  음… 토끼 그림이 있는 것? 모르겠어. 나는 사슴이 있는 게 더 맘에 들

어.

남  아, 그래. 사슴이 있는 베이지색 스웨터 귀엽다.

여  그럼 난 그걸로 할래.

해설 여자는 사슴이 있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사기로 했다.

어휘 green[] 녹색의  sweater[] 스웨터  beige[] 

베이지색의 

04 ⑤

여  Tom, 이 근처에 서점이 있니?

남  응. 너 스타 커피숍 알아?

여  Washington Street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남  아니, River Street에 있는 스타 커피숍말야. 서점은 그 커피숍 건너

편에 있어.

여  알겠어. 고마워.

해설 서점은 River Street의 스타 커피숍 건너편에 있다.

어휘 bookstore[] 서점  mean[] 의미하다  across 

from …의 맞은편에  get it 이해하다

05 ④

여  실례합니다만, 계산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남  정말이요?

여  저는 베이컨 스파게티와 채소 피자 하나를 시켰거든요. 40달러가 되

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서에는 총금액이 44달러라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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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요.

남  그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식사에 대해 10% 세

금을 내셔야 해요.

해설 여자는 식사비 40달러 외에 식사비의 10%인 세금 4달러를 지불해

야 한다.

어휘 mistake[] 실수  bill[] 계산서  vegetable[] 

채소  total[] 총액, 합계  tax[] 세금  meal[] 식사

06 ②

여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남  도서관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

여  안됐다. 가방에 지갑이 있었어?

남  응. 거기에다 휴대전화와 시계를 잃어버렸어.

여  경찰에 신고해야 돼.

남  그래야 할 거 같아.

해설 여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어휘 upset[] 기분이 상한, 화난  matter[] 일, 문제  

lose[] 잃어버리다 (lose - lost - lost)  library[] 도서관  

wallet[] 지갑  report[] 알리다; *신고하다

07 ④

①  남  콘서트는 어땠니?

  여  정말 좋았어!

②  남  그녀가 너에게 전화하지 않았니?

  여  했어, 어젯밤에.

③  남  파이 좀 먹을래?

  여  고맙지만, 사양할게.

④  남  너 그 영화 봤니?

  여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⑤  남  저기 있는 저 큰 건물은 뭐야?

  여  그건 신문사 사무실이야.

해설 ④ 남자는 영화에 관해 묻고 있으므로, 영화와 관련된 대답이 와야 

적절하다.

어휘 pie[] 파이  office[] 사무실  newspaper company 신

문사

08 ⑤

여  훌륭한 저녁 식사였어! 고마워.

남  천만에. 이제 집에 가자. 음… 이거 이상하네.

여  뭐가 잘못됐어?

남  차 열쇠를 못 찾겠어. 어디 있지?

여  차에서 내릴 때 가지고 나왔어?

남  아니, 안 그런 것 같아.

해설 남자는 차에 차 열쇠를 둔 채로 내린 걸 알고 당황해하고 있다.

어휘 wonderful[] 훌륭한  My pleasure. 천만에.  

strange[] 이상한  get out of …에서 내리다

09 ③

남  Megan! 너 어디 가는 거니?

여  오, 안녕! 쇼핑몰에 가고 있어.

남  난 Matt랑 영화 보러 가는 중이야. 우리랑 함께 갈래? 쇼핑몰에 꼭 지

금 가야 해?

여  음, 오늘 꼭 사야 할 것들이 좀 있어.

남  그럼 영화 끝나고 내가 쇼핑몰에 데려다줄게.

여  그럼 알았어. 가자.

해설 영화를 먼저 본 후에 여자를 쇼핑몰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어휘 mall[] 쇼핑몰  thing[i] 물건

10 ⑤

남  너는 아직도 가수가 되고 싶니?

여  아니,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맞혀 봐.

남   음… 넌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

행 가이드가 되고 싶을 거 같은데.

여  와, 맞았어. Jack,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남  나는 우리 아빠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해설 여자는 여행 가이드가, 남자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한다.

어휘 change one’s mind 생각을 바꾸다  guess[] 추측하다  

travel[] 여행하다  maybe[] 아마도  tour guide 여행 가

이드  police officer 경찰관

11 ①

여  실례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어떻게 가나요?

남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실 수 있어요.

여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남  23번 버스를 타세요. 약 10분이 걸릴 거예요. 버스 정거장은 저 택시 

승차장 옆에 있어요.

여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버스가 더 빠르다고 했으므로 여자는 버스를 타고 월드컵 경기장에 

갈 것이다.

어휘 stadium[] 경기장  next to …옆에  taxi stand 택시 

승차장

12 ④

여  우리는 이것을 부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음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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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음식을 데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케이크를 구울 수도 있고, 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은 무엇일까요?

해설 음식을 데우고, 케이크나 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방기구는 오븐

이다.

어휘 cook[] 요리하다  heat[] 가열하다, 뜨겁게 하다  

bake[] 굽다

13 ③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저는 803호에 묵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룸서비스를 시키고 싶어요.

남  몇 시에 받길 원하세요?

여  8시 30분에요. 그리고 7시에 모닝콜을 해주시겠어요?

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설 묵고 있는 방 번호를 이야기하고 룸서비스와 모닝콜에 대해 언급하

는 것으로 보아, 호텔에서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  room service 룸서비스  

wake-up call 모닝콜

14 ⑤

남  지난주에 네게 이메일 두 개를 보냈는데. 읽었니?

여  정말? 나는 받지 못했는데. 어느 주소로 보냈니?

남  나는 그것들을 kathy@allmail.com으로 보냈어.

여  그건 내 예전 주소야. 난 더 이상 그 주소를 쓰지 않아.

남  이런.

해설 남자가 이메일을 보낸 주소는 여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휘 send[] 보내다 (send–sent–sent)  address[e, 

] 주소  anymore[] 이제는, 더 이상

15 ①

남  안녕하세요. 여기 뉴욕은 어제까지는 맑았지만, 지금은 눈이 아주 많

이 내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이 그치겠으니,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주말에는 눈이 그치고 다음 주에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이

라고 했다.

어휘 up until …까지  hard[] 심하게  be able to …할 수 있다

16 ②

여  네가 탈 기차는 몇 시에 떠나니?

남  6시에.

여  그럼 내가 5시에 데리러 갈게.

남  그런데 역이 붐빌 거야. 그것보다 20분 일찍 와줄 수 있어?

여  물론이지. 4시 40분에 갈게. 그때 보자.

해설 5시보다 20분 앞선 4시 40분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leave[] 떠나다  pick up 데리러 가다, (차에) 태우러 가다  

crowded[] 붐비는, 복잡한  station[] 역  

earlier[ir] 더 일찍 (early의 비교급)

17 ③

여  네 방에는 책이 많구나.

남  응, 난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해.

여  어떤 종류의 책을 가장 좋아하니?

남  난 공상 과학 소설 읽기를 좋아해.

여  나도 그래! 나 이거 빌려가도 돼? 재미있어 보여. 

남  물론이야.

해설 좋아하는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어휘 a lot of 많은  science fiction 공상 과학 소설  borrow[] 

빌리다  fun[] 재미있는

18 ③

여  여보세요, 서울 아트센터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수업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여  전에 여기에서 수업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남  아니요, 없어요.

여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저는 Jason Brown이고, 16살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의 미술 수업으로 등록해 드렸어요.

남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가겠습니다.

해설 남자는 미술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어휘 take a class 수업을 듣다

19 ②

여  너 영어시험 공부했니?

남  아직 안 했어. 같이 공부할래?

여  그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어때?

남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여  3시에 만나자.

해설 남자가 언제 만날 것인지 물었으므로, 만날 시각에 대한 응답이 와

야 적절하다.

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야.

③ 약 5시간이 걸릴 거야.

④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만날 거야.

38



⑤ 좋아, 나는 그를 내일 저녁에 만날 거야.

어휘 Not yet. 아직 (아니다).  

20 ②

여  Alex, 오랜만이야. 요새 어떻게 지내?

남  잘 지내.

여  네 여동생은 잘 있니? 보고 싶네.

남  그 애는 지금 집에 있어. 독감에 걸렸거든.

여  안됐네.

해설 남자의 여동생이 독감에 걸렸다고 했으므로, 그에 대한 응답이 와야 

적절하다.

① 이상하네.

③ 너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

④ 맞아. 그녀는 아주 아파.

⑤ 응, 그녀는 병원에서 일해.

어휘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these days 요즘  miss[] 

그리워하다   catch a bad cold 독감에 걸리다   [문제] had better-v 

…하는 것이 낫다

Dictation Test 9 pp. 114~119

01  1) worried about the game  2) I’m afraid   
3) always do your best

02  1) played soccer with  2) took a shower   
3) had a great time

03  1) How about that green  2) I don’t know   
3) I’ll get that one

04  1) near here  2) Do you mean  3) I got it

05  1) there is a mistake  2) it should be   
3) It’s because of tax

06  1) What’s the matter  2) someone took it   
3) should report that to 

07  1) How was the concert  2) Would you like some   
3) What’s that tall building 

08  1) My pleasure  2) Where are they  3) got out of 

09  1) Where are you going  2) Will you join us   
3) need to buy 

10  1) changed my mind  2) meet new people 
3) like my father

11  1) how can I get to  2) Which would be faster   
3) It’ll take about 

12  1) use it to  2) bake a cake 

13  1) order room service  2) give me a wake-up call 

14  1) sent you two emails  2) don’t use it anymore

15  1) was sunny up until  2) be able to enjoy 

16  1) What time does  2) pick you up   
3) twenty minutes earlier than 

17  1) a lot of  2) What kind of books  3) Can I borrow 

18  1) take a painting class  2) Your name and age   
3) signed you up for 

19  1) Not yet  2) How about studying  3) want to meet

20  1) long time no see  2) I miss her   
3) caught a bad cold

Word Test 7~9 pp. 120~121

A
01 웃다 02 득점하다 03 총액, 합계

04 먼 05 최신의 06 최선을 다하다

07 기분이 상한, 화난 08 샤워를 하다 09 잃어버리다

10 구하다 11 지금부터 12 빨리

13 훌륭한 14 반납하다 15 생각을 바꾸다

16 자선 단체 17 지루한 18 솔직히

19 확인하다 20 일기예보 21 (옷 등을) 입어보다 

22 …을 할 수 있다 23 수업을 듣다 24 요즘 

25 살을 빼다 26 줄이다 27 운동하다

28 아마 29 메시지를 받다 30 계산서

31 불에 굽다 32 냄새가 나다 33 깨뜨리다 

34 재미있는 35 일, 문제  

36 손으로 만든, 집에서 만든 37 정오 

38 벼룩시장 39 지갑 40 의미하다        

B 
01 joke 02 borrow 03 invite
04 popular 05 color 06 pretty
07 advice 08 bookstore 09 across from
10 fast 11 teach 12 run
13 green 14 mistake 15 vegetable
16 tax 17 address 18 crowded
19 adult 20 scared  

21 fire extinguisher  22 reporter 

23 hang 24 sleepy 25 enjoy 

26 heavy 27 office 28 firefighter 

29 weather 30 travel 31 windy 

32 sell 33 profit  34 spend 

35 baseball 36 different 37 cash 

38 thirsty 39 miss 40 pu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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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0회         pp. 122~123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①  10 ②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⑤  20 ④

01 ⑤

여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남  네, 셔츠를 찾고 있어요. 흰색이나 파란색 셔츠를 사고 싶어요.

여  이 흰색 셔츠는 어떠세요?

남  음… 저는 그 꽃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 파란색 셔츠가 좋아 

보이네요.

여  잘 고르셨어요. 그 줄무늬 파란색 셔츠는 인기 품목이랍니다.

남  그걸로 할게요.

해설 남자는 줄무늬가 있는 파란색 셔츠를 선택했다.

어휘 look for …을 찾다  pattern[] 무늬, 문양  choice[] 

선택  striped[] 줄무늬가 있는  popular[u] 인기 있는  

item[] 품목

02 ④

남  이것은 탈것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이것을 탑니

다. 그것은 날기 때문에 가장 빠른 탈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여

행을 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시간이 안 걸립니다. 

해설 날아가는 가장 빠른 탈것은 비행기이다.

어휘 a kind of 일종의  vehicle[] 탈것, 운송 수단  

travel[] 여행하다  far away 멀리  fly[] 날다  

fastest[ist] 가장 빠른 (fast의 최상급)  less than …보다 적은  

03 ④

여  안녕하세요. 저는 Julie Cruise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고 매우 덥겠

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고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가져가세요.

해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shower[] 소나기  go out 외출하다

04 ②

여  정말 냄새 고약하네!

남  저 키 큰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여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남  맞아. 사람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서는 안 돼.

여  전적으로 찬성해.

해설 I can’t agree more.는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낼 

때 쓴다.

어휘 smell[] 냄새  smoke[] 담배를 피우다; (담배) 연기  

bother[] 괴롭히다, 불편하게 하다  allow[] 허락하다, 허가

하다  I can’t agree more. 전적으로 찬성해. (= I agree completely.)

05 ③

①  남  너 걱정 있어 보여. 무슨 문제 있니?

  여  시험에 떨어졌어.

②  남  나 두통이 있어.

  여  약을 좀 먹어.

③  남  쿠키 좀 먹어봐.

  여  나는 요리를 잘 못 해.

④  남  영화는 몇 시에 하니?

  여  7시 30분에 시작해.

⑤  남  전화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  저는 Betty예요.

해설 ③ 남자가 쿠키를 먹으라고 권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의 응답이 와야 적절하다.

어휘 fail[] 실패하다; *(시험에) 낙제하다  headache[]  

두통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06 ⑤

여  지금 몇 시니?

남  벌써 6시 15분이야.

여  첫 번째 공연은 15분 전에 시작했어. 우리 어쩌지?

남  음, 그럼 두 번째 공연에 갈 수 있어. 그것은 8시에 시작해.

여  알았어.

해설 두 사람은 첫 번째 공연에 늦어서, 8시에 시작하는 두 번째 공연을 

보기로 했다.

어휘 already[] 이미  quarter[] 4분의 1; *15분  

past[] 지나간  ago[] … 전에  second[] 두 번째의

07 ②

남  올해 우리 학교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세 분 계셔.

여  알아. 나는 Taylor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들어.

남  오, 정말?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여  친절하고 좋으셔. 난 그분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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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자는 Taylor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math[] 수학  class[] 수업  like[] …와 같은

08 ③

남  너 왜 여기 혼자 있어? 오늘 네 생일이잖아. 행복하지 않니?

여  아니. 우리 가족과 남자친구가 내 생일을 잊었어. 

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  모르겠어. 그들이 날 위해 깜짝 파티를 열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

어.

남  정말 안됐네.

해설 여자는 가족과 남자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서 실망했다.

어휘 alone[] 홀로, 외로이  forget[] 잊어버리다 

(forget-forgot-forgotten)  surprise party 깜짝 파티

09 ①

여  너 배고프지 않니?

남  아니, 배고파. 중국 음식 좀 주문하려고. 나랑 같이 먹을래?

여  음… 난 중국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아. 여기 집에서 먹고 싶니?

남  글쎄, 네가 원한다면 나갈 수 있어.

여  그래. 나가서 먹자. 이탈리아 음식 어때?

남  좋아.

해설 여자의 나가서 먹자는 말에 남자가 동의했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Chinese[] 중국의  eat out 외
식하다  Italian[] 이탈리아의

10 ②

남  태국으로의 여행은 준비됐니?

여  응. 내 여권과 수영복, 선글라스 챙겼어. 우리 돈을 태국 돈으로 바꿨

니?

남  물론 했어. 이봐, 자외선 차단제 가져가는 거 잊지 마. 거긴 더울 거야.

여  오, 고마워!

해설 태국 여행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be ready for …할 준비가 되다  Thailand[] 태국  

passport[] 여권  change money 환전하다  Thai[] 태국

의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11 ①

남  오, 이런! 방금 학교 버스를 놓쳤어요. 저 이제 학교에 늦었어요!

여  또? 그럼 지하철을 타.

남  역이 너무 멀어요. 저 좀 태워 주실 수 있어요?

여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니? 늦지 말아라.

남  네, 고마워요, 엄마. 

해설 학교 버스를 놓쳐서 엄마가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어휘 miss[] 놓치다  subway[] 지하철  station[] 

역, 정거장  give a ride 태워 주다  

12 ⑤

여  여보세요, Bob. 무슨 일이야?

남  안녕, Gina. 저기… 미안해. 나 너랑 쇼핑하러 못 가.

여  왜?

남  Jane과 약속이 있는 걸 깜박했어. 그 애 숙제하는 걸 도와주기로 약

속했거든.

여  그럼 그 애를 만난 후에 나랑 만날 수 있니?

남  물론이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해설 Bob은 Gina와 쇼핑을 가기로 했으나, 다른 친구와 미리 약속한 것

을 잊고 있었다.

어휘 promise[] 약속하다  later[] 나중에

13 ③

남  안녕하세요, Best Eastern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방이 하나 필요한데요.

남  며칠로 원하십니까?

여  5월 15일이요. 그리고 2인실로 필요합니다.

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가 방을 예약하기 위해 호텔 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다.

어휘 May[] 5월  double room 2인실  Let me check. 확인해 

볼게요.

14 ③

남  실례합니다. 시내 지도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여  안내소에서 얻을 수 있어요.

남  그게 어디에 있나요?

여  한 블록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럼 Central Park가 보일 

거예요.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남  알았어요. 고마워요.

해설 한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돈 다음 Central Park 맞은편에 안

내소가 있다고 했다.

어휘 map[] 지도  information center 안내소  across from 

…의 맞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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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③

여  저 컴퓨터와 프린터가 좋아 보여요.

남  네. 저 데스크탑 컴퓨터와 프린터는 신상품입니다.

여  좋아요. 저것들로 할게요.

남  잘 고르셨습니다. 지금 가져가시겠어요?

여  집으로 배달해주실 수 있나요?

남  물론입니다. 하지만 배송비가 붙습니다.

여  좋아요. 

해설 여자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집으로 배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휘 desktop computer 데스크탑 컴퓨터, 탁상용 컴퓨터  

choice[] 선택  deliver[] 배달하다  delivery fee 배송비

16 ⑤

여  이 책을 매장에 반품해야 해요.

남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여  아니요. 제 친구가 똑같은 책을 제게 줬어요.

남  오, 알겠어요. 그것을 다른 책으로 교환하는 건 어떠세요? 새 베스트

셀러가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해설 남자는 베스트셀러를 추천하며, 다른 책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어휘 return[] 반납하다, 돌려주다  store[] 매장, 가게  

same[] 똑같은  exchange[] 교환하다  

bestseller[] 베스트셀러  actually[] 정말로

17 ④

여  방학은 어땠니?

남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수영하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수상 스키를 타

러 가기도 했어.

여  재미있었겠다. 그 밖에 또 무엇을 했니?

남  우주 박물관과 AC 미술관에 갔었어. 

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구나.

해설 방학 동안 삼촌 댁을 방문했다는 말은 없었다.

어휘 go water skiing 수상 스키를 타러 가다  else[] 그 밖에  

space museum 우주 박물관  art gallery 미술관  

18 ⑤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린 거 같아요.

여  네. 증상이 어떤가요?

남  두통이 있고 콧물이 나요. 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이것을 드릴게요. 매 식사 후 두 알을 드세요.

남  고맙습니다. 여기 신용카드입니다. 

해설 감기 증상을 듣고 약을 주는 사람은 약사이다.

어휘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symptom[] 증상  

headache[] 두통  runny nose 콧물  fever[] 열  

take[] (약을) 복용하다  pill[] 알약  meal[] 식사  credit 
card 신용카드 

19 ⑤

여  기분이 어때?

남  바이올린 연주를 끝마쳤는데도 아직 긴장돼.

여  너 연주 아주 잘했어. 이제 긴장을 풀어도 돼.

남  넌 내가 연주를 잘했다고 생각해?

여  응, 완벽했어. 나는 네가 일등상을 탈 거라고 확신해.

남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해설 여자는 남자가 일등을 할 것이라고 격려해주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와야 적절하다.

① 더 주의할게.

② 괜찮으면 좋겠어.

③ 누가 일등상을 탔어?

④ 동의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어휘 even though …인데도  nervous[] 긴장한, 불안한  

relax[] 긴장을 풀다  perfect[] 완벽한    

[문제] careful[] 조심성 있는, 주의 깊은  make a mistake 실

수를 하다 

20 ④

남  와, 런던은 아름답다.

여  응. 우리가 영국에 왔다니 정말 기뻐.

남  나도 그래. 자, 이제 우리 뭘 할까?

여  런던 관광을 하자. 너는 무엇을 먼저 보고 싶니?

남  런던 브릿지는 어때?

해설 무엇을 먼저 보고 싶은지를 묻고 있으므로, 장소에 대한 대답이 와

야 적절하다.

① 그거 좋은 생각이야.

② 그래, 나는 화창한 날이 좋아.

③ 거기에 어떻게 가지?

⑤ 난 이번이 영국에 처음 방문하는 거야.

어휘 tour[] 관광, 여행  bridge[]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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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ion Test 10 pp. 124~129

01  1) looking for a shirt  2) I don’t like  3) I’ll take it

02  1) a kind of  2) travel far away  3) takes less than 

03  1) hot all day  2) cloudy and foggy   
3) Take your umbrella 

04  1) What a bad smell  2) bothering other people   
3) I couldn’t agree more

05  1) failed a test  2) can’t cook very well     
3) Who is calling 

06  1) a quarter past six  2) What should we do   
3) It starts at 

07  1) There are  2) What do you think of   
3) just like her

08  1) Aren’t you happy  2) How can that be   
3) I’m so sorry

09  1) Aren’t you hungry  2) don’t feel like   
3) Let’s eat out

10  1) Are you ready for  2) change our money to   
3) don’t forget to bring 

11  1) missed my school bus  2) give me a ride   
3) Don’t be late 

12  1) What’s up  2) had plans with  3) I’ll call you later

13  1) How may I help you  2) For what day   
3) Let me check

14  1) get a city map  2) Where is it  3) across from it

15  1) look great  2) Would you like to   
3) deliver them to 

16  1) return this book  2) gave me the same   
3) There’s a new bestseller

17  1) went swimming  2) sounds like fun   
3) had a good time

18  1) have a cold  2) have a headache  3) Take two pills 

19  1) How do you feel  2) played very well   
3) get the first prize

20  1) I’m so glad  2) take a tour of 

실전모의고사 11회         pp. 130~131

01 ③  02 ④  03 ①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①  12 ⑤  13 ③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②  19 ①  20 ④

01 ③

여  오, 이런!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남  뭐가 문제야?

여  기계가 내 돈을 가져갔는데, 음료가 나오지 않았어. 이런 일이 일어나

는게 싫어!

남  진정해. 다른 기계를 찾으면 되잖아.

여  하지만 여기 주변에는 다른 기계가 없어.

해설 여자는 자판기에 돈을 넣었지만 음료가 나오지 않아서 화가 난 상태

다.

어휘 machine[] 기계  work[] 일하다; *작동하다  

drink[] 음료  happen[] 일어나다  Calm down. 진정해.   

[문제] bored[] 지루한  lonely[] 외로운  

satisfied[id] 만족한

02 ④

남  이것은 달콤한 음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일에 그것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그것은 생크림으로 덮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초콜

릿, 과일, 사탕 등으로 장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맨 위에 놓이는 초의 개수는 당신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

일까요? 

해설 생일에 받게 되는 달콤한 음식으로 생크림, 초콜릿, 과일 등이 올려

져 있을 수 있고 생일인 사람의 나이만큼의 초를 꼽아 놓는 것은 케이크이

다.

어휘 treat[] (특히 남을 대접하여 주는) 특별한 것  be covered 

with …로 덮이다  fresh cream 생크림  be decorated with …로 장

식되다  and so on 기타 등등  age[] 나이   

03 ①

여  여기는 정말 춥다.

남  그래? 내가 몇 분 전에 난방을 틀었어.

여  고마워. 근데 난 아직 추워.

남  담요를 쓰는 게 어때? 내가 가져다줄게.

여  오, 정말 친절하구나.

해설 남자는 여자가 추워하자 담요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담요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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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겠다고 했다.

어휘 cold[] 추운  turn on (전기 등을) 켜다  heat[] 난방 

장치  still[] 여전히, 아직도  blanket[] 담요

04 ②

여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습니까?

남  네, 저는 Chris Johnson입니다.

여  이번이 여기에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남  아니오. 3개월 전에 이곳에서 사랑니를 뽑았어요.

여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  치통이 있어서 치아 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해설 사랑니를 뽑고 치아 검진을 하는 곳은 치과이다.

어휘 hav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visit[] 방문하다; *방문  

wisdom tooth 사랑니  tooth[] 이 (복수형 teeth)  pull[] 잡

아당기다; *(이를) 뽑다  toothache[] 치통  check[] 검사하

다, 점검하다

05 ④

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Wendy Clinton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

에게 중국사를 가르쳐줄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만날 거예요. 우리 교재는 Thomas Hu가 쓴 <고대 중

국>입니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즐기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수업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휘 Chinese[] 중국(인)의  semester[] 학기  

textbook[] 교재  ancient[] 고대의

06 ③

여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니?

남  4시 30분에 시작해. 4시에 만나자.

여  내 영어 수업이 4시에 끝나서, 4시까지 거기에 갈 수 없어. 하지만 영

화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그곳에 갈 수 있어.

남  좋아. 그때 보자.

해설 4시 30분 영화가 시작하기 10분 전에 만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은 4시 20분이다.

어휘 movie[] 영화  start[] 시작하다  class[] 수업  

finish[] 끝나다  before[] …전에  

07 ③

남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너희 언니처럼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니?

여  아니. 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

남  그거 멋지다!

여  너는 어떤 직업을 원해?

남  아직 고민 중이지만, 변호사가 되는 게 좋을 거 같아.

해설 여자는 작가, 남자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  cool[] 시원한; *멋진  

still[] 여전히  lawyer[] 변호사  sound[] …하게 들리다

08 ④

여  저기, 집에 오는 길에 세탁소에서 내 드레스 좀 찾아다 줄 수 있어?

남  물론이지. 어떤 거야?

여  검은색 미니 드레스. 어떤 건지 알겠어?

남  모르겠어. 다 똑같아 보여. 회색 줄무늬가 있는 긴 소매 드레스야?

여  아니, 긴 소매인데, 줄무늬는 없어. 

해설 여자는 검은색 미니 드레스이면서 소매가 길고 줄무늬는 없는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다 달라고 했다.  

어휘 pick up …을 찾아오다  the cleaners 세탁소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long-sleeved 긴 소매의  gray[] 회색의  

stripe[] 줄무늬 

09 ④

여  안녕, Tommy. 농구 경기할 거니?

남  아니, 어제 했어. 그리고 난 다른 계획이 있어.

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남  책을 좀 사러 서점에 갈 거야.

여  아! 나도 책을 좀 사야 해.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남  물론이지.

해설 두 사람은 책을 사러 서점에 같이 가기로 했다.

어휘 basketball[] 농구  

10 ④

여  어떻게 해 드릴까요?

남  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여  글쎄요, 머리를 더 짧게 하면 멋져 보일 거 같아요.

남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짧게 자르진 말아 주세요.

여  알겠어요. 

해설 남자의 헤어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상담하고 잘라주는 것으로 보아 

여자의 직업은 미용사이다.

어휘 have in mind  염두에 두다, 생각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hair[] 머리, 머리카락   [문제] counselor[] 

상담 전문가  hairdresser[] 미용사  movie director 영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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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①

여  난 이번 추석 때 부산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했어.

남  오, 이런. 비행기로 가는 건 어때? 버스보다 나을 거야.

여  알아. 하지만 비행기 표도 매진이야.

남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여  내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해설 여자는 버스와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이라

고 했다.

어휘 book[] 예약하다, 예매하다  flying[] 비행기를 타는 것, 

비행기 여행  sold out 표가 매진된  have no choice but to-v …할 수

밖에 없다  

12 ⑤

여  손님, 뭐가 잘못되었나요?

남  정말 화가 나네요. 전 음식을 한 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여  오, 죄송합니다.

남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산서를 받느라 20분을 기다렸어요!

여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바빠서요.

남  글쎄요, 저도 바쁘거든요. 지배인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해설 남자는 식당에서 음식과 계산서를 오래 기다린 것에 대해 지배인에

게 불평하려고 한다.

어휘 mad[] 화난  more than … 이상으로  

apologize[] 사과하다  bill[] 계산서  

manager[] 지배인

13 ③

남  여보세요, Jane. 오고 있는 중이야?

여  응, 그런데 나 여기에서 너희 아파트에 어떻게 가는지 기억이 안 나.

남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여  월드 은행 앞이야.

남  두 블록을 직진해서 왼쪽으로 돌면 돼.

여  Victoria Street까지 직진해서 왼쪽으로 돌란 말이지?

남  응. 그럼 교회가 보일 거야. 우리 아파트는 그 옆에 있어.

해설 은행 앞에서 두 블록을 직진한 후 왼쪽으로 돌면 교회가 보이고, 그 

교회 옆이 남자의 아파트라고 했다.

어휘 remember[] 기억하다  get to …에 도착하다   

in front of …앞에  next to …옆에

14 ④

남  어디로 가세요, 손님?

여  시내로요. 센트럴 역으로 가주세요.

남  오늘 아침 교통이 많이 막히네요, 그렇죠?

여  네, 그러네요. 좀 더 빨리 가주시겠어요? 늦었거든요.

남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요.

해설 목적지를 말하고 빨리 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택시기사와 

승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ma’am[] 부인, 손님  traffic[] 교통(량)  as fast 
as one can 할 수 있는 한 빨리, 최대한 빨리

15 ⑤

남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여  숙제하고 있어. 거의 다 끝났어. 왜?

남  내 친구들이 30분 후에 올 거야. 나는 친구들에게 줄 점심을 준비하느

라 너무 바빠. 거실을 청소할 시간이 없네. 네가 해줄 수 있니?

여  그래. 지금 바로 할게. 걱정하지 마.

남  고마워.

해설 남자는 점심 준비로 바쁘다며 여자에게 거실 청소를 부탁했다.

어휘 almost[] 거의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prepare[] 준비하다  living room 거실

16 ①

남  현재, 전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내일 아침에 눈

이 그치고 화창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대전에서는 눈이 수요

일까지 그치지 않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광주와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해설 대전에는 수요일까지 눈이 온다고 했다.

어휘 fall[] 떨어지다; *(눈·비가) 내리다  all over the country 

전국에  most[] 대부분의  area[] 지역  heavily[] 많

이, 심하게

17 ②

①  여  무슨 일 있었니?

  남  자전거에서 떨어졌어.

②  여  거기에 어떻게 갔니?

  남  5시까지야.

③  여  나 좀 도와줄래?

  남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④  여  수업은 몇 시니?

  남  8시에 시작해.

⑤  여  네 스웨터 정말 멋지다.

  남  고마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만들어 주셨어.

해설 ② 여자는 장소에 도착한 방법에 대해 묻고 있므으로, 방법에 대한 

응답이 와야 적절하다.

어휘 fall off 떨어지다 (fall–fell–fallen)   bike[]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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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수업 

18 ②

남  네가 외출할 때 전등과 TV를 끄지 않았더라.

여  오, 내가 안 껐어? 깜박했나 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남  좀 더 신경을 써야 해. 우린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여  맞아. 그게 내가 최근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야.

남  잘했어.     

해설 외출할 때 전깃불과 TV를 꺼야 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turn off (전기 등을) 끄다  guess[] 추측하다  

forget[] 잊어버리다 (forget–forgot–forgotten)  

careful[] 주의 깊은, 조심하는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

다  air conditioner 에어컨 

19 ①

남  긴장되니?

여  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돼.

남  그냥 긴장을 풀어. 난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해.

여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남  행운을 빌어.

해설 발표를 하러 나가는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 와야 적절하다.

② 조심해.

③ 언제든지 전화해.

④ 축하해!

⑤ 잘했어.

어휘 nervous[] 초조한, 불안한  relax[] 긴장을 풀다  

turn[] 차례

20 ④

남  너를 여기 공항에서 보다니 정말 뜻밖이다!

여  정말 그러네. 나는 삼촌을 뵈러 부산에 가. 너는?

남  난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 너 몇 번 게이트로 가니?

여  4번 게이트.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남  이쪽으로 가야 해.

해설 4번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여자에게 남자가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는 응답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여행 잘 다녀와.

② 넌 거기에 주차할 수 없어.

③ 4번 게이트에서 만나자.

⑤ 너는 10분 후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해.

어휘 surprise[] 뜻밖의 일  gate[] (공항의) 탑승구, 게이

트   [문제] park[] 주차하다  get on 타다, 승차하다

Dictation Test 11 pp. 132~137

01  1) is not working  2) I hate it when   
3) find another one

02  1) be covered with  2) the number of 

03  1) turned on the heat  2) get it for you

04  1) have an appointment  2) had my wisdom teeth 
pulled  3) have a toothache 

05  1) teach you Chinese history  2) meet every 
Wednesday  3) I hope you’ll 

06  1) What time  2) Let’s meet at  3) I can be there 

07  1) want to be  2) What kind of job  3) sounds great

08  1) pick up my dress  2) Which one   
3) all look the same

09  1) play the basketball game  2) have other plans   
3) Can I join you

10  1) have in mind  2) had shorter hair   
3) cut it too short

11  1) book the train ticket  2) be better than   
3) have no choice but 

12  1) is something wrong  2) do apologize for   
3) speak to the manager

13  1) how to get to  2) in front of  3) go straight to 

14  1) Where to  2) a lot of traffic  3) as fast as I can

15  1) I’m almost done  2) I’m very busy preparing   
3) Don’t worry

16  1) all over the country  2) won’t stop snowing   
3) rain heavily 

17  1) fell off my bike  2) What time  3) made it for me

18  1) turn off the lights  2) must save energy   
3) haven’t used 

19  1) I’m worried about  2) do fine  3) It’s my turn 

20  1) What a surprise  2) came here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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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2회         pp. 138~139

01 ⑤  02 ⑤  03 ①  04 ⑤  05 ③

 06 ⑤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⑤  17 ⑤  18 ②  19 ④  20 ①

01 ⑤

남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여  네. 손은 어디에 둘까요?

남  무릎 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여  다 끝났나요?

남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사진을 찾으러 오세요. 가격은 40달러예요.

여  알겠습니다.

해설 얼굴과 손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을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의 직업은 사진사이다. 

어휘 lap[] 무릎  pick up 찾다, 손에 넣다  photo[] 사진 

02 ⑤

남  이봐, Judy. 나 Big Hits 음반 가게에 가고 싶어. 내가 어떤 지하철 

노선을 타야 하는지 아니?

여  2호선을 타고서 시청에서 내려야 해.

남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해?

여  2번 출구로 가. 길 건너에 은행이 보일 거야. 그 은행을 지나쳐서 조금

만 직진해. 은행 지나서 첫 번째 건물이야.  

남  고마워.

해설 음반 가게는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에 있는 은행 다음에 

있는 건물이다.

어휘 record[] 음반, 레코드  subway line 지하철 노선  

exit[s] 출구  across[] 건너서, 가로질러  

03 ①

여  우리 내일 아침에 영화 <Express Train>을 보자.

남  좋아.

여  첫 번째 영화는 오전 10시, 그다음은 오전 11시 30분이야. 우리 오전 

11시 30분 영화 볼까?

남  있지, 나 정오에 수진이를 만날 거야. 그러니 오전 10시 영화가 어때?

여  알았어, 좋아.

해설 남자가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두 사람은 10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어휘 at noon 정오에

04 ⑤

남  주말 어땠어?

여  좋았어. 가족과 함께 할머니를 뵈러 갔어.

남  거기서 무엇을 했니?

여  할머니 댁 뒤에 작은 산이 있어. 그래서 하이킹을 했어. 너는?

남  난 친구들과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 나는 낚시하러 가고 싶었는데 친

구들이 원하지 않아서.

해설 남자는 친구들과 번지점프를 했다.

어휘 behind[] …의 뒤에  go bungee jumping 번지점프 하

러 가다

05 ③

①  여  네가 좋은 시간을 보냈길 바라.

  남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②  여  시험이 어려웠던 것 같아.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③  여  성함을 말씀해 주실래요?

  남  아,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④  여  너는 언제 집에 도착했니?

  남  8시 정도에.

⑤  여  그 콘서트는 어땠니?

  남  아주 재미있었어요.

해설 ③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본인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어휘 exam[] 시험  full name 성명  exciting[] 흥분

시키는, 재미있는

06 ⑤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매우 춥겠습니

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눈이 많이 오겠으니, 따뜻한 코트를 입고 우

산 챙기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일은 눈이 그치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

다. 

해설 오늘 오후에는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report[] 알리다, 전하다  remember[] 기억하

다  take[] 가지고 가다  cloudy[] 흐린, 구름이 잔뜩 낀

07 ⑤

남  너 저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니?

여  응. 이번이 이걸 다섯 번째 보는 거야.

남  너 그 주연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  그렇진 않아.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건 줄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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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 네가 감독 같은 게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게 기억 나.

여  응, 난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

해설 여자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휘 must[] …해야 한다; *…임에 틀림없다  main actor 주연 

배우  in fact 사실  storyline[] 줄거리  director[] 

연출가, 감독  or something …인지 무엇인지, 뭐라더라  script 
writer 시나리오 작가

08 ②

여  난 너무 지루해.

남  난 네가 그 책 읽는 것을 즐기고 있는 줄 알았어.

여  그랬지만, 두 시간째 읽고 있잖아. 무언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

남  그럼, 산책하러 나가는 게 어때?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여  그래. 좋아. 

해설 남자는 지루해하는 여자에게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어휘 bored[] 지루해하는  fun[] 재미있는  take a walk 산

책하다   

09 ②

남  너 무엇을 보고 있니?

여  아, 쇠고기 스튜 요리법이야.

남  저녁으로 그거 만들려고?

여  응. 재료가 다 있거든. 지금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우린 한 시간 후면 

먹을 수 있어.

남  잘됐다. 빨리 먹고 싶어.  

해설 여자는 저녁으로 먹을 쇠고기 스튜를 지금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했

다. 

어휘 look at …을 보다  recipe[] 요리법  beef[] 쇠고기  

ingredient[] 재료  

10 ③

남  너 Jake가 지금 병원에 있는 거 알고 있었니?

여  응. 그 애네 가족이 병원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

남  그거 너무 안됐네. 돈을 모아서 그 애를 돕자.

여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아마 돕고 싶어 할거

야.

남  내일 반 친구들과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상의해 보는 게 어때?

여  좋은 생각이야.

해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친구를 위해 병원비를 모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휘 have trouble (in) v-ing …에 곤란을 겪다  pay[] 지불하다  

medical bills 치료비  raise[] 들어올리다; *(돈을) 모으다  

probably[] 아마  help out (곤경에 처한 …를) 도와주다  

discuss[] 토론하다, 상의하다  classmate[] 반 친구

11 ⑤

남  강남역 앞에서 저녁 약속으로 Jina를 만날 거야. 지하철을 타야겠지, 

그렇지? 

여  아니, 버스를 타. 그게 나을 거야. 

남  왜?

여  지하철을 타면 두 번 갈아타야 해. 버스는 바로 거기로 가거든. 그래서 

그게 더 편해.

남  오,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해설 지하철은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로 했다.

어휘 in front of …앞에  station[] 역, 정거장  

subway[] 지하철  transfer[] 갈아타다  twice[] 

두 번  directly[] 바로, 곧장  convenient[] 편리한 

12 ③

여  어제 여기서 이 치마를 샀는데요.

남  네. 문제가 있습니까?

여  그게, 이게 좀 작아서요. 그래서 이걸 7 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운이 좋으시군요. 하나 남았습니다.

여  잘됐네요!

해설 여자는 전날 구입한 치마의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하러 왔다.

어휘 exchange[] 교환하다  in luck 운이 좋은

13 ④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책 다섯 권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여  죄송합니다만, 한 번에 책 세 권만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 권만 가져가겠습니다.

여  학생증 좀 보여주세요.

남  여기 있습니다.

해설 남자가 책을 빌리면서 학생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어휘 borrow[] 빌리다  lend[] 빌려주다  student ID 

card 학생증

14 ⑤

여  이것은 곤충의 한 종류입니다. 머리에는 긴 더듬이가 있고 6개의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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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의 긴 뒷다리는 그것이 높이 뛰게 해줍니다. 

그것의 몸은 녹색이지만 그것의 친구들 중 몇몇은 갈색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식물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은 농작물을 먹기 때문에 농

부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몸이 녹색으로 높이 뛸 수 있고 농작물을 먹는 곤충은 메뚜기이다.

어휘 type[] 타입, 종류  insect[] 곤충  feeler[] (곤

충의) 더듬이  back[] 뒤의  various[] 다양한  

plant[] 식물   crop[] 농작물  hate[]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

15 ②

남  안녕하세요, 관리 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아파트 난방장치가 작동을 안 해요. 오셔서 수리해줄 수 

있나요? 305호입니다. 

남  음… 오늘 3시에 갈 수 있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제발 늦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해설 난방장치가 작동을 안 해서 여자는 관리실에 전화를 했다.

어휘 heater[] 난방장치, 히터  work[] 일하다; *작동하다  

fix[] 고치다, 수리하다

16 ⑤

남  저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서 졌어요. 죄송해요.

여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 상심하지 마.

남 감사하지만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단다. 나는 네가 다음 경기에서 훨씬 더 잘할 거

라고 생각해.

남  노력할게요.

해설 남자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팀이 경기에서 져서 실망하고 있다.

어휘 lose[] 잃다; *지다 (lose–lost–lost)  do one’s best 최선

을 다하다  feel bad 기분이 상하다, 상심하다  make a mistake 실수

하다

17 ⑤

남  제 이름은 Harry Kim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님, 남동

생과 함께 홍콩에 삽니다. 저는 의류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 일합니다. 

여가 시간에 저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과 다양한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휘 marketing[] 마케팅  clothing company 의류 회사  

free time 여가 시간

18 ②

여  Jessica가 네가 스키를 잘 탄다고 하더라. 나 좀 가르쳐줄 수 있니?

남  좋아. 그런데 스노보드 타는 법을 배우는 게 어때? 그게 더 재미있기

도 하고 요즘 인기가 아주 많거든.

여  그걸 배우는 게 어렵지 않을까?

남  어렵지만 너는 스노보드를 잘 탈 것 같아. 너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운

동 잘하잖아.

여  알았어, 그걸로 한번 해볼게.

해설 여자는 남자가 추천한 스노보드를 배워보겠다고 했다.

어휘 skier[] 스키 타는 사람, 스키어  snowboard[] 

스노보드를 타다  popular[u] 인기 있는  these days 요즘  

hard[] 어려운  be good at …을 잘하다

19 ④

여  너와 네 남동생은 키가 꽤 크구나. 너는 180cm 넘지, 그렇지 않니?

남  응, 그래.

여  너 정확히 키가 얼마야?

남  184cm야.

여  그럼 네 남동생은?

남  그 애는 단지 나보다 3cm 작아.

해설 남동생의 키가 얼마인지 물었으므로, 남동생의 키가 몇인지 말하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아니, 그는 아니야.

② 그는 오늘은 좀 나아.

③ 고마워. 하지만 그는 거절했어.

⑤ 그는 올해 학교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어.

어휘 quite[] 꽤   more than … 이상으로  exactly[] 

정확하게   [문제] do well 잘하다 

20 ①

여  주문하시겠어요?

남  네, 커피 두 잔 주세요.

여  아이스 커피와 따뜻한 커피 중 어떤 것을 원하세요?

남  따뜻한 커피로 두 잔 주세요.

여  크림 또는 설탕을 원하세요?

남  둘 다 넣어주세요.

해설 커피에 크림이나 설탕을 넣겠냐고 물었으므로 둘 다 넣어달라고 말

하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② 저는 춥지 않아요.

③ 다음에 오겠습니다.

④ 이 커피는 쓰네요.

⑤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어휘 iced[] 얼음을 채운   [문제] bitter[]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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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ion Test 12 pp. 140~145

01  1) turn your face  2) on your lap   
3) pick up your photos  

02  1) I should take  2) get off at  3) across the street

03  1) Let’s watch the movie  2) Shall we watch   
3) how about 

04  1) How was your weekend  2) behind her house  
3) go fishing

05  1) had a good time  2) I thought so   
3) When did you get home

06  1) will snow a lot  2) remember to take your 
umbrella  3) will be cloudy 

07  1) a big fan of  2) Not so much   
3) wanted to be a director 

08  1) I’m so bored  2) do something fun  3) take a walk

09  1) looking at  2) make it for dinner  3) in an hour

10  1) in the hospital  2) raise money to help   
3) sounds like a good idea

11  1) in front of  2) That would be better   
3) it’s more convenient

12  1) Is there a problem  2) exchange it for   
3) you’re in luck

13  1) Can I borrow  2) at a time  3) Here it is

14  1) a type of insect  2) help it jump high   
3) likes to eat

15  1) How may I help you  2) isn’t working   
3) don’t be late

16  1) lost the game  2) made a big mistake   
3) do much better 

17  1) Nice to meet you  2) I work on  3) In my free time

18  1) be my pleasure  2) hard to learn   
3) You’re good at 

19  1) are quite tall  2) How tall are you   

20  1) take your order  2) Do you want   
3) Would you like 

Word Test 10~12   pp. 146~147

A
01 준비하다 02 열 03 초조한, 불안한

04 긴장을 풀다 05 떨어지다 06 타다, 승차하다

07 …을 찾다 08 실패하다, 낙제하다 

09 약을 복용하다 10 …로 덮이다 11 사실 

12 홀로, 외로이 13 …할 준비가 되다 14 집에 오는 길에 

15 생각을 바꾸다 16 태워 주다 

17 염두에 두다, 생각하다  18 …에 도착하다

19 무늬, 문양  20 곧장, 바로 21 타입, 종류

22 식사  23 다양한 24 식물 

25 날다 26 거실 27 전국에

28 일어나다 29 꽤 30 다리

31 관광, 여행 32 자전거 33 거의 

34 여가 시간 35 …전에 36 반 친구

37 사랑니 38 지나간 39 멀리

40 무릎

B 
01 choice 02 vehicle 03 check
04 runny nose 05 allow 06 headache
07 twice 08 drink 09 lonely
10 satisfied 11 age 12 still
13 blanket 14 insect 15 exit
16 behind 17 remember 18 director
19 passport 20 toothache 21 semester
22 ancient 23 start 24 flight attendant
25 lawyer 26 take a walk 27 beef 
28 ingredient 29 discuss 30 transfer 

31 map 32 deliver 33 same  

34 hair 35 sold out 36 apologize 

37 exchange 38 crop 39 symptom 

40 bitter

실전모의고사 13회         pp. 148~149

01 ①  02 ⑤  03 ③  04 ③  05 ③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④  15 ①

16 ⑤  17 ③  18 ③  19 ②  20 ②

01 ①

남  Sharon, 너 내일 파티에 올 거니?

여  가지 못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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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여  기말고사 중 하나에 낙제했거든.

남  오, 이런.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여  나도 그래.

해설 Sharon은 기말고사 중 한 과목에 낙제하여 실망했다.

어휘 fail[] 실패하다; *낙제하다   final exam 기말고사  

either[] (부정문에서) …도 또한

02 ⑤

남  오후 4시쯤에 영화 보러 가자.

여  난 갈 수 없어. 컴퓨터 수업이 5시에 끝나.

남  그러면 그 후에 가자.

여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못 가.

남  왜 안 되는데?

여  여동생이 영어 보고서 쓰는 것을 도와줘야 해.

해설 여자는 컴퓨터 수업을 마치고 여동생이 보고서 쓰는 것을 도와주어

야 한다고 했다.

어휘 around[] …쯤  finish[] 끝나다

03 ③

남  안녕하세요. 저는 Mark Williams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이브네

요. 눈이 오기를 기대하셨나요? 아쉽게도 눈 대신 종일 비가 오겠습니

다. 비는 크리스마스 오전에 그치겠고 그러고 나서 매우 추워지겠습니

다. 오후에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러니 화이트 크리

스마스를 기대하지 마세요.

해설 크리스마스 오후에는 흐리고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어휘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이브  instead of …대신에  

become[] …이 되다  expect[] 기대하다

04 ③

남  너는 오늘 뭘 할 거니?

여  엄마를 위해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 거야.

남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여  응, 엄마 생신이야.

남  도움이 필요하니?

여  물어봐 줘서 고맙지만, 혼자서 할 수 있을 거 같아.

해설 여자는 남자가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고맙지만 혼자서 할 수 있다며 

도움을 거절했다.

어휘 special[] 특별한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myself[] 나 스스로

05 ③

남  도와드릴까요?

여  귀걸이 한 쌍을 사고 싶은데요.

남  이 은귀걸이는 어떠세요? 30달러인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세

요.

여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 금귀걸이도 세일 중인가요?

남  네. 50달러였는데 지금 20% 세일 중이에요.

여  이걸로 할게요.

해설 금귀걸이는 원래 50달러인데 20% 세일 중이므로, 가격은 40달러

이다.

어휘 pair[] 한 쌍  earring[] 귀걸이  silver[] 은으

로 된  gold[] 금으로 된

06 ①

남  호주로 가는 우리 비행기가 저녁 8시에 출발하지, 맞지?

여  응. 우린 두 시간 먼저 공항에 있어야 하지?

남  아니. 최소한 비행 세 시간 전에 거기에 있어야 해. 긴 연휴 직전이라 

붐빌 거야.

여  와, 세 시간? 알았어. 그때 봐.

남  늦지 마!

해설 비행기 출발 시각인 8시보다 3시간 전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flight[] 비행  Australia[] 호주  

airport[] 공항  earlier[ir] 더 일찍 (early의 비교급)   

at least 최소한  holiday[] 공휴일  crowded[] 붐비

는, 복잡한

07 ②

남  Lisa! 축하해! 시 쓰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들었어.

여  오, 안녕, Mark!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남  네 시를 읽었어. 넌 정말 시를 잘 쓰는구나.

여  고마워. 난 시를 쓸 때 행복해. 난 장래에 시인이 되고 싶어. 

해설 여자는 장래에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Congratulations. 축하해.  get first place 1등을 하다  

poem[] 시  contest[] 대회  be good at …을 잘하다  

poet[] 시인  in the future 장래에, 미래에 

08 ⑤

남  Eddie네 집들이에 저 과일 바구니 중 하나를 사자.

여  그거 좋은 생각이야! 사과, 오렌지, 바나나가 있는 저거 어때?

남  Eddie는 바나나를 먹지 않아. 파인애플이 있는 거 어때?

여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괜찮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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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두 사람은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이 있는 과일 바구니를 살 것이다.

어휘 fruit[] 과일  basket[] 바구니  housewarming 

party 집들이

09 ③

여  이것은 위에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몇 시

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침에 벨을 울리거나 멜로디가 

나와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시간을 알려주며 벨이나 멜로디로 사람들을 깨우는 것은 알람 시계

이다.

어휘 wake[] 깨우다  ring[] 울리다  melody[] 멜로

디, 선율

10 ②

남  너는 시간이 날 때 무엇을 하니?

여  난 피아노 연주하기를 좋아해.

남  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니?

여  아니, 그건 그냥 취미야. 난 가수가 되고 싶어. 넌 어때?

남  난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난 맛있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

해설 여자는 가수가, 남자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며 장래 희망에 대해 이

야기 했다.

어휘 free time 여가 시간, 자유 시간  hobby[] 취미  

cook[] 요리사  delicious[] 맛있는  food[] 음식

11 ③

남  나는 저녁으로 인도 음식을 생각하고 있어. 인도 음식점이 어디에 있

는지 아니?

여  응. 1번 출구에서 두 블록 직진해. 카페에서 왼쪽으로 돌아.

남  프랑스 음식점에서 가까워?

여  응. 프랑스 음식점 바로 옆이야.

해설 1번 출구에서 두 블록 직진한 다음, 카페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프랑

스 음식점 옆에 인도 음식점이 있다.

어휘 Indian[] 인도의  restaurant[] 음식점, 레스토

랑  exit[s] 출구  next to …옆에

12 ⑤

여  실례합니다, 손님.

남  네?

여  전화기를 비행 모드로 바꿔주시겠어요? 곧 이륙할 것입니다.

남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할게요. 그리고 담요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요? 제가 좀 추워서요.

여  물론입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해설 이륙 전에 전화기를 비행 모드로 바꿔 달라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비행기 승무원과 승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witch[] 바꾸다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blanket[] 담요  a bit 약간  right away 바로

13 ⑤

여  안녕, Ed. 경기를 보러 와줘서 고마워.

남  당연히 그래야지. 너 오늘 경기 정말 잘했어.

여  고마워. 너 여기에 어떻게 왔니? 여기에 차를 몰고 오지 않았으면 내

가 집에 태워다 줄게.

남  그럴 필요 없어. 자전거로 왔어. 여기 오는 데 10분 정도 걸렸어.

여  가까운 곳에 사는구나.

해설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여자의 경기를 보러 왔다.

어휘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  must[] …해야만 한다; *…임에 

틀림없다  nearby[] 가까이에

14 ④

남  무슨 일이니? 너 피곤해 보인다.

여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거든.

남  왜 못 잤는데? 늦게까지 추리 소설을 읽었어?

여  아니야. 이웃이 밤새 피아노를 쳤어.

남  진짜 싫었겠다.

해설 여자는 이웃이 밤새 피아노를 쳐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어휘 mystery novel 추리 소설  until late 늦게까지  

neighbor[] 이웃  all night 밤새도록  awful[] 지독한, 심한

15 ①

여  안녕하세요, 손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  네, 그래요. 어머니께 드릴 립스틱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색상이 너무 

많네요.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  알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어머니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요.

남  고맙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어머니 드릴 립스틱 색상을 골라달라고 했다.

어휘 sir[] 손님, 고객님 (상점 등에서 남성 고객에 대한 경칭으로 

씀)  lipstick[] 립스틱  popular[u] 인기 있는

16 ⑤

① 여  이 라디오를 지금 바로 고칠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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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죄송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② 여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십니까?

 남  매일이요.

③ 여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남  9월 1입니다.

④ 여  누가 당신의 딸인가요?

 남  머리가 긴 아이입니다.

⑤ 여  겨울방학은 얼마나 되나요?

 남  약 160cm입니다.

해설 ⑤ 여자는 방학 기간에 대해 물었으므로, 기간과 관련된 답변이 와

야 한다.

어휘 fix[] 수리하다, 고치다  I’m afraid ... …을 유감으로 생각하

다  exercise[] 운동하다  September[] 9월

17 ③

여  다 괜찮은 거니, Martin? 걱정스러워 보여.

남  음,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서 걱정이야.

여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었어?

남  Amy와 나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었어.

여  음… Amy에게 전화해서 계획을 바꾸는 건 어때?

남  그래야겠어. 고마워.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오늘 오후에 배드민턴을 치기로 한 약속을 바꾸라

고 제안했다. 

어휘 everything[] 모든 것  worried[] 걱정스러운  

special[] 특별한  plan[] 계획  change[] 바꾸다

18 ③

여  Jake! 네 새 게임이 대성공이야! 축하해!

남  하하, 정말 고마워.

여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모두 네 게임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재

미있는 게임을 만들었니?

남  힘들었지만, 누구든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해설 남자가 개발한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했으므로 남자

의 직업은 게임 개발자이다.

어휘 huge[] 엄청난  success[] 성공  

interesting[] 재미있는  hard[] 힘든, 어려운  

anyone[] 누구나

19 ②

남  너 그거 알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Anna와 데이트를 할 거야. 나 정

말 행복해.

여  뭐? 이번 주 토요일?

남  응. 뭐 잘못됐어?

여  우리 이번 주말에 Jeremy와 동해에 가기로 계획했잖아. 기억 안 나?

남  아, 까맣게 잊고 있었네.

해설 여자가 여행 계획에 대한 기억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대답이 와야 한다.

①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이야.

③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④ 기차를 타는 게 어때?

⑤ 나도 동해에 가고 싶어.

어휘 go on a date with …와 데이트하다  East Sea 동해  

remember[] 기억하다   [문제] totally[] 완전히

20 ②

남  안녕하세요, Jimmy의 슈퍼마켓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가게가 언제 문을 닫는지 알고 싶어요.

남  저희 폐점 시간은 오후 10시에요.

여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내일모레 가게를 여세요? 설날 말이에요.

남  네. 평상시처럼 열 겁니다.

해설 설날에도 가게를 여는지 묻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이 와야 한

다.

① 그럼요, 당신은 하루 쉴 거예요.

③ 아니요, 손님들이 많아요.

④ 아니요, 저는 그 슈퍼마켓에 가지 않아요.

⑤ 저는 그날에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휘 close[z] 닫다  closing time 폐점 시간  open[] (상

점이) 문을 연, 영업 중인   [문제] take off 쉬다, 일하지 않다  as usual 
평소와 같이  customer[] 손님

Dictation Test 13 pp. 150~155

01  1) coming to the party  2) Is there something wrong  
3) I can’t believe 

02  1) go to a movie  2) let’s go after that   
3) have to help 

03  1) hoping for snow  2) be rainy all day   
3) be cloudy and windy

04  1) I’m going to make  2) need any help   
3) do it myself

05  1) a pair of earrings  2) get a 10% discount   
3) on sale  4) I’ll take them

06  1) leaves at  2) at least  3) be crowded  
4) Don’t be late

07  1) got first place  2) writing poems  3) be a p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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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Let’s buy one of those  2) How about the one   
3) Looks good

09  1) It tells us  2) wakes people up 

10  1) in your free time  2) just a hobby   
3) making delicious food

11  1) Do you know where  2) go straight two blocks  
3) right next to 

12  1) We’re about to take off  2) feel a bit cold   
3) right away

13  1) played very well  2) drive you home   
3) It took about 

14  1) get much sleep  2) until late  3) sounds awful

15  1) I’m trying to  2) what to buy  3) I’ll take it 

16  1) I’m afraid I can’t  2) When is your birthday   
3) How long 

17  1) it looks like  2) going to play badminton   
3) I guess I should 

18  1) a huge success  2) How did you make   
3) tried to make 

19  1) going on a date  2) What’s wrong   
3) Don’t you remember

20  1) what time you close  2) the day after tomorrow 

실전모의고사 14회         pp. 156~157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③

 11 ⑤  12 ①  13 ④  14 ③  15 ②

 16 ②  17 ⑤  18 ④  19 ⑤  20 ⑤

01 ⑤

여  나 어그 부츠 사는 것 좀 도와줄래?

남  그래. 리본 달린 이 밝은 갈색은 어때?

여  하지만 그건 너무 짧아. 난 리본이 달린 이 초콜릿 색 부츠가 더 맘에 

들어. 길이가 더 길거든.

남  그래.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신어봐.

여  괜찮아 보여. 그것들을 살래. 

해설 여자는 초콜릿 색에 리본이 달려 있고 길이가 긴 부츠를 사겠다고 

했다. 

어휘 shop[] 사다, 쇼핑하다  light[] (색상이) 밝은  

short[] 짧은  try[] (옷·신발 등을) 입어보다, 신어보다  

02 ③

여  여보, 두통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남  아뇨. 그래서 병원 예약을 했어요. 내일 4시에요.

여  알았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남  고마워요. 예약 시간 10분 전에 서울 병원 1층에서 만나요. 

여  그래요.

해설 병원 예약 시간 10분 전에 만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만날 시간

은 3시 50분이다.

어휘 headache[] 두통  appointment[] 약속, 예

약  hospital[] 병원  floor[] 바닥; *(건물의) 층  

03 ③

여  너 피곤해 보여, Max.

남  피곤해. 어젯밤 늦게까지 권투 연습을 했어.

여  권투? 왜 그렇게 늦게까지 연습했어?

남  다음 달에 권투 시합이 있어. 나 결승에 진출했거든.

여  정말? 너 정말 잘하겠구나.

남  권투를 잘하게 되기 위해 열심히 했어. 난 프로 권투 선수가 되고 싶어. 

해설 남자는 권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tired[] 피곤한  practice[] 연습  match[] 

시합, 경기  the finals 결승전  professional[] (스포츠에서) 

프로의  boxer[] 권투 선수

04 ②

여  안녕하세요. Tony’s Chicken입니다.

남  제가 프라이드 치킨과 콜라 하나를 40분 전에 시켰는데 아직도 배달

이 안 되었네요.

여  정말 죄송합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Forest Road 1339번지에요.

여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네요. 10분 안에 주문하신 것을 배달해 드

리겠습니다.

남  아니요. 더는 필요 없어요. 주문을 취소해 주세요.

해설 남자는 배달이 늦어져 주문을 취소했으므로 짜증이 난 상태이다.

어휘 fried chicken 프라이드 치킨, 닭튀김  address[e, ] 

주소  deliver[] 배달하다  anymore[] 이제는, 더 이상  

cancel[] 취소하다   [문제] annoyed[] 짜증이 난 

05 ⑤

남  나는 프랑스로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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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권을 샀다. 그리고 유명한 장소의 사진을 찍고 싶어서 어제 디

지털카메라를 샀다. 나는 새 수영복도 샀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해설 환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passport[] 여권  airplane 

ticket 항공권  famous[] 유명한  swimsuit[] 수영복

06 ④

여  당신은 여름에 이것을 거의 모든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

기를 움직여 바람을 만듭니다. 당신은 약하거나 강한 바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덥다고 느낄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에

어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공기를 움직여서 바람을 만들고 더울 때 사용하며, 에어컨보다 저렴

한 것은 선풍기이다.

어휘 move[]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set[set] 맞추다, 설정하다  

weak[] 약한  air conditioner 에어컨

07 ④

여  Ben, 우리 소풍 가자.

남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거 같아.

여  왜 아니야? 

남  하늘을 봐. 비가 올 것 같아.

여  하지만 일기 예보에서는 그냥 흐리기만 하고 내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남  정말? 좋아, 그럼 가자!

해설 오늘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휘 go on a picnic 소풍을 가다  such[] 그렇게, 매우  look 

like …인 것 같다

08 ①

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인데요.

남  아, 안녕하세요.

여  그 집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개들 소

리가 벽을 통해서 들려요.

남  죄송합니다. 개들이 짖지 않게 해볼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이긴 해요.

여  개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가 없네요.

해설 여자는 남자의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어휘 let[] ~에게 …하게 해주다  bark[k] 짖다  loudly[] 

시끄럽게  through[] …을 통과하여  wall[] 벽  try to-v …하려

고 노력하다  control[] 통제하다, 제어하다  noise[] 소음

09 ⑤

남  이 영어 숙제는 어려워.

여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니? 그거 어제까지라는 거 알지, 그렇지?

남  뭐라고? 난 내일까지인 줄 알았어. 아, 이런! 나 어떻게 하지?

여  Young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해.

남  알았어. 지금 당장 그래야 겠어.

해설 남자는 지금 당장 영어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숙제를 안 낸 이

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어휘 homework[] 숙제  due[] …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explain[] 설명하다  situation[] 상황

10 ③

여  너 어제 <Blue Skies>를 봤니?

남  아니. 그게 뭐야?

여  채널 5번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이야.

남  음, 들어 본 적 없는데. 그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니? 드라마야?

여  아니, 새로 시작한 토크쇼야. 정말 재미있어.

해설 두 사람은 새로 시작한 토크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program[] (방송) 프로그램  channel[] 채널  

soap opera 연속 (멜로) 드라마

11 ⑤

남  우리 내일 인천 공항에 어떻게 가지?

여  리무진 버스를 탈 수 있어.

남  하지만 너무 비싸. 지하철을 타는 게 어때?

여  그게 더 싸지만 지하철역이 멀잖아. 우리 큰 여행 가방들을 들고 가야 

한다고.

남  그걸 생각 못 했네. 그럼 너의 제안대로 하자.

해설 남자는 리무진 버스가 비싸서 지하철을 타자고 했지만, 지하철역이 

멀고 큰 여행 가방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리무진 버스를 타자는 여

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어휘 expensive[] 비싼  carry[] 들고 가다, 운반하다  

suitcase[] 여행 가방  follow[] 따르다  

suggestion[] 제안

12 ①

여  오, 이런. Jake!

남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여  내 어깨와 등이 아프구나.

남  스트레칭을 하는 게 어때요?

여  아니, 지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약국에 가서 내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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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물론이에요. 금방 올게요.

해설 여자는 어깨와 등이 아파서 약을 사다 달라고 했다. 

어휘 hurt[] 아프다  do stretching 스트레칭을 하다  

move[] 움직이다  pharmacy[] 약국  

medicine[] 약 

13 ④

남  여보세요, Kate. 무슨 일이야?

여  안녕, Jackson! 너 우리 계획 기억해?

남  물론이지. 오늘 백화점에 가기로 했잖아.

여  응, 그런데 대신 Cherry 전통시장에 가는 게 어때? 거기가 더 저렴하

잖아.

남  좋아.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 학교 앞에서?

여  아니, 전통시장에서 만나자. 그 근처의 도서관에 들러야 하거든.

남  알았어.

해설 두 사람은 전통시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휘 department store 백화점  traditional market 전통시장 

instead[] 대신에  cheaper[] 더 싼 (cheap의 비교급)   

in front of … 앞에  drop by (…에) 잠깐 들르다  near[] …의 가

까이

14 ③

① 여  오늘 기분이 어때?

 남  좋아.

② 여  볼링을 치러 가는 게 어때?

 남  좋지. 가자.

③ 여  Mary에게 무슨 일이 있어?

 남  그녀는 귀엽고 친절해.

④ 여  박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죄송하지만, 안 계세요.

⑤ 여  너 밤을 꼬박 새웠어?

 남  응. DVD로 영화 세 편을 봤어.

해설 ③ Mary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그녀의 상황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go bowling 볼링을 치러 가다  happen[] 일어나다  stay 

up all night 밤을 꼬박 새우다

15 ②

남  실례합니다. 제 좌석 번호가 78K인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여  발코니 좌석이네요. 윗층으로 가세요. 홀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가

세요.

남  제 왼쪽으로요?

여  네. 좌석을 쉽게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가 오페라를 보러 온 관객에게 좌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여자

의 직업은 안내원이다.

어휘 seat[] 좌석, 자리  balcony seat 발코니 좌석  

upstairs[] 위층으로  as soon as …하자마자  enter[] 

들어가다  inside[] 안에서

16 ②

남  와! 여기에는 놀이기구가 정말 많다!

여  그래! 나 너무 신이 나. 우리 무엇을 먼저 탈까?

남  롤러코스터 어때?

여  그건 무서워 보여. 저 돌고래 놀이 기구는 어때?

남  음… 그건 그다지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 해적선을 먼저 타자! 회전목

마 옆에 있어.

여  그래. 가자!

해설 두 사람은 해적선을 먼저 타기로 했다.

어휘 ride[] 타다; *놀이 기구  excited[] 신이 난, 흥분한  

scary[] 무서운, 겁나는  dolphin[] 돌고래  

pirate[] 해적  merry-go-round 회전목마     

17 ⑤

여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

남  쌀국수 어때?

여  싫어, 그건 지난주에 먹었잖아.

남  그럼, 인도 음식은 어때? 치킨 카레?

여  난 치킨 카레는 많이 먹으니까, 이번엔 소고기 카레가 어때?

남  그래.

해설 여자는 오늘 저녁으로 소고기 카레를 먹자고 했다.

어휘 rice noodle 쌀국수  Indian[] 인도의  curry[] 카레 

(요리)  beef[] 쇠고기

18 ④

남  여보세요. Kelly, 무슨 일이야?

여  안녕, Paul. 내일 2시에 회의 있는 거 기억하지?

남  응. 난 그걸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왜 묻는 거야?

여  회의가 취소되었어. 사장님이 내일 캐나다로 출장을 가셔야 해서.

남  아, 알겠어.

해설 여자는 사장님의 출장으로 회의가 취소되었다고 알리기 위해 남자

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휘 prepare[] 준비하다  boss[] 상사, 사장  take a 

business trip 출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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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⑤

남  어제 뭐했어?

여  여동생과 <폭우>라는 영화를 봤어.

남  그거 신작이야?

여  응.

남  무엇에 관한 거였어?

여  두 남자 사이의 우정에 관한 거였어.

해설 무엇에 관한 영화였는지 물었으므로, 영화의 주제에 대해 답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① 코미디였어.

② 함께 가자.

③ 흥미진진하고 웃겼어.

④ Johnny Depp이 주연이야.

어휘 called[d] …라고 불리는   [문제] exciting[] 흥미진

진한  funny[] 웃기는  main role 주연, 주인공  

friendship[] 우정

20 ⑤

남  이 가방들을 좀 들어 드릴까요?

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  옮길 게 많으시군요.

여  네, 오늘 많은 것을 샀거든요. 됐습니다, 이게 제 차에요.

남  여기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해설 차까지 짐을 들어준 남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응답이 와야 자연스럽

다.

①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② 천만에요.

③ 늦었어요. 서두르죠.

④ 가방들이 너무 무겁네요.

어휘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Dictation Test 14 pp. 158~163

01  1) help me shop  2) look good on you   
3) going to get them

02  1) made an appointment at  2) go with   
3) on the first floor 

03  1) practice until late  2) made it to   
3) become good at 

04  1) Would you tell me  2) deliver your order   
3) cancel my order

05  1) go on a trip  2) take pictures of  3) ready to go

06  1) almost every home  2) weak or strong   
3) much cheaper than 

07  1) go on a picnic  2) It looks like  3) won’t rain until 

08  1) bark too loudly  2) make them stop barking   
3) hard to control 

09  1) it was due yesterday  2) What should I do   
3) do that right now

10  1) What is it  2) never heard of it   
3) It’s really interesting

11  1) How should we get to  2) is far away   
3) follow your suggestion

12  1) What’s wrong  2) How about doing   
3) get some medicine 

13  1) remember our plans  2) where shall we meet   
3) have to drop by

14  1) How do you feel  2) What happened to   
3) stay up all night

15  1) Go upstairs  2) turn to your left   
3) can’t eat any food inside

16  1) so excited  2) looks scary   
3) doesn’t look so fun

17  1) have for dinner  2) last week   
3) how about beef curry 

18  1) have a meeting at  2) was canceled   
3) take a business trip 

19  1) What did you do  2) Is it a new movie  

20  1) Can I help you  2) a lot to carry  3) Here you go

실전모의고사 15회         pp. 164~165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①  09 ④  10 ③

 11 ②  12 ③  13 ⑤  14 ②  15 ③

 16 ②  17 ②  18 ④  19 ①  20 ③

01 ②

남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이 맑고 화창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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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부산은 흐리고 저녁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오

전에는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

리겠습니다.

해설 대구의 오후 날씨는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  clear[] 맑게 갠  

shower[] 소나기

02 ⑤

여  직업이 뭐예요?

남  저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  의사인가요?

남  아니요. 저는 고객들에게 체육관의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  그거 재미있네요.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저는 또한 그들이 알맞은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도와

줍니다.

해설 남자는 체육관에서 고객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스 트레이너이다.

어휘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뭐예요?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client[] 고객  machine[] 기계  

gym[] 체육관  choose[] 선택하다

03 ⑤

여  금요일은 수미의 생일이야. 

남  알아. 난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거야. 어떻게 생각해?

여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남  하지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마. 깜짝 파티가 될 테니까.

여  오, 재미있겠다.

해설 남자는 수미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 계획이므로 그녀에게 아무말

도 하지 말라고 했다. 

어휘 have a party 파티를 열다  anything[] (부정문에서) 아

무것도  surprise[] 놀람; *뜻밖의 일 

04 ④

여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클래식 음악회가 개

최됩니다. 그것은 여기 심포니 홀에서 열립니다. 연주자들은 모두 유

럽에서 오며, 표는 30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음악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곡은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classical[] 클래식의  musician[] 음악가, 연

주자  Europe[] 유럽  be able to …할 수 있다

05 ③

남  Cindy, 준비 운동은 했나요?

여  네, 했어요.

남  물에 들어갑시다.

여  네. 그런데 오늘 제게 자유형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남  네.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빨리 배울 거예요.

여  좋네요. 저는 자유형을 배우게 되어 신나요.

해설 준비 운동, 자유형, 물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수영장에서의 대화임

을 알 수 있다.

어휘 warm up 준비 운동을 하다  freestyle[] 자유형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quickly[] 빨리  excited[] 

신 난, 흥분한

06 ③

여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제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어요. 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 카메라 화면

으로 볼 수가 없네요.

여  제가 좀 보죠. 음, 고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시겠어요?

남  그럴게요.

해설 남자는 카메라의 이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자는 수리하는 데 시간

이 걸릴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카메라를 수리하러 온 것임을 알 수 있

다.

어휘 screen[] 스크린, 화면  fix[] 고치다

07 ⑤

남  여보세요,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요.

여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  Pizza Joe라고 불리는 새로 생긴 피자집이에요.

여  Pizza Joe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  네.

여  번호는 900-4321입니다.

남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피자집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여자가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전화번호 안내원과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lace[] 장소  One moment, please. 잠시만 기다리세요.

08 ①

여  안녕, Mike. 너 바빠 보인다.

남  내 수학 숙제를 끝내고 있어. 오늘 오후 4시 전에 제출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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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뭐라고? 겨우 15분 남았잖아! 잠깐만. 너 4시에 치과 예약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남  그게 오늘이야? 오, 이런!

여  치과에 전화해서 지금 바로 취소해.

남  알았어. 그럴게.

해설 남자는 치과에 바로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어휘 finish[] 끝내다  turn in 제출하다  dentist[] 치과 

의사  the dentist 치과  cancel[] 취소하다

09 ④

여  John, 오늘 밤에 계획이 있니?

남  아니, 없어. 왜?

여  나는 인수랑 보드게임을 할 거야. 너도 올래?

남  좋아. 몇 시에?

여  지금이 5시니까 한 시간 후에 인수네 집에서 봐.

남  알았어, 그때 보자.

해설 두 사람은 한 시간 뒤에 만나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고, 현재 5시이

므로 만날 시각은 6시이다.

어휘 play a board game 보드 게임을 하다  in an hour 한 시간 후에

10 ③

여  와! 너는 스키를 정말 잘 타는구나!

남  하하, 고마워. 난 스키를 오랫동안 배웠어.

여  넌 스키 선수가 되고 싶니?

남  내가 스키 선수가 될 정도로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가르치

는 것을 좋아해서 스키 강사가 되고 싶어.

해설 남자는 스키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be good at …를 잘하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instructor[] 강사

11 ②

남  무슨 일이야?

여  면접이 걱정이야.

남  언제인데? 내일이니?

여  아니, 내일은 화요일이잖아. 면접은 내일모레야.

남  그렇구나. 준비는 다 됐니?

여  응, 그렇긴 한데, 잘 못 할까 봐 걱정돼.

해설 여자는 면접에서 잘 못 할까 봐 걱정하고 있으므로, 초조해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job interview 면접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모레   

be ready for …에 준비하다 

12 ③

남  실례합니다만, 국립 미술관이 어디에 있나요? 이 여행 안내서에는 우

체국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  미술관은 6개월 전에 이전했어요. 저쪽에 높은 붉은색 건물 보이세

요?

남  경찰서 옆에 있는 거 말씀이세요?

여  아니요. 회색 건물 옆에 있는 거요.

남  아, 보여요.

여  그게 국립 미술관이에요.

해설 회색 건물 옆에 있는 붉은색 건물이 국립 미술관이다.

어휘 National Art Museum 국립 미술관  guidebook[] (여

행) 안내서  across from …의 맞은편에  move[] 움직이다;  

*위치를 옮기다  gray[] 회색의

13 ⑤

여  넌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남  나는 코미디를 좋아해. 코미디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여  좋네.

남  넌 어때? 너도 나처럼 코미디를 좋아하니?

여  아니. 난 공포 영화를 가장 좋아해.

해설 각자 어떤 장르의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지 얘기하고 있다.

어휘 movie[] 영화  comedy[] 코미디, 희극  feel 
better 기분이 나아지다  horror film 공포 영화

14 ②

여  이 근처에 공원이 있는 거 알았어? 거기 정말 좋다고 하더라.

남  그건 몰랐네. 얼마나 멀어?

여  10분 거리밖에 안 돼. 우리 산책하러 갈까?

남  좋아. 언제 갈까?

여  오늘 오후가 좋을 거 같아.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근처의 공원으로 산책하러 갈 것을 제안했다. 

어휘 away[] 떨어져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15 ③

①  남  Jamie는 정말 대단한 가수가 될 것 같아.

  여  맞아.

②  남  선물 고마워.

  여  네가 좋아하니 기뻐.

③  남  컵 좀 건네주시겠어요?

  여  고맙지만, 사양할래요. 배불러요.

④  남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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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물론이죠.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⑤  남  벌써 가실 건 아니죠?

  여  미안하지만 지금 집에 가봐야 해요.

해설 ③ 남자는 컵을 건네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배부르다는 응답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agree[] 동의하다  pass[] 전달하다, 넘겨주다  

full[] 배가 부른  get a refund 환불받다  already[] 벌써

16 ②

남  너 오늘 Jim 봤니? 오늘 멋진 모자를 썼던데. 난 그 모자가 정말 맘에 

들어.

여  응. 내가 그것을 그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어!

남  정말? 파란색이 그에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여  그리고 Jim은 동물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른거야.

남  응, 모자에 있는 개가 귀엽더라. 

해설 여자는 파란색에 개가 그려져 있는 모자를 선물했다.

어휘 wear[] 입다, 착용하다 (wear–wore–worn)  gift[] 

선물  suit[] 어울리다  animal[] 동물  choose[] 선

택하다 (choose–chose–chosen)

17 ②

남  이것은 유리 조각입니다. 그것은 보통 벽에 걸리거나 탁자 위에 놓입

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방에 작은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유리로 되어 있고, 우리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이다.

어휘 glass[] 유리  sit[] 앉다; *…에 놓여 있다  

ourself[] 자기, 자신 (복수형 ourselves)  look into …을 들

여다보다  

18 ④

남  알려줄 게 있어.

여  응? 뭔데?

남  내가 참가했던 에세이 대회 알지? 내 에세이를 그 대회 최고의 에세이

로 뽑았대.

여  정말이야?

남  응. 그래서 나 트로피랑 상금 탔어!

여  세상에! 정말 기뻐!

해설 남자의 에세이가 최고의 에세이로 뽑힌 것에 대해 축하하는 말이다.

어휘 news[] 소식  essay[] 에세이, 글  participate in …

에 참가하다  pick[] 뽑다, 고르다  serious[] 진심인, 농담이 

아닌  trophy[] 트로피  prize money 상금

19 ①

남  너 이번 토요일에 뭘 하니?

여  토요일 밤에 첼로 음악회에 갈 거야.

남  음, 그거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  어, 넌 첼로 음악에 관심이 없니?

남  별로.

해설 남자는 첼로 음악회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으므로, 첼로 음

악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나는 지금 한가해.

③ 응, 나는 재즈에 관심이 있어.

④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야.

⑤ 응, 첼로 켜는 법을 배우고 싶어.

어휘 cello[] 첼로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20 ③

남  치킨 오믈렛을 만들려고 해. 좀 먹을래?

여  아니, 됐어.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 난 뭔가 가벼운 걸 먹고 싶네.

남  그럼 과일 좀 먹어.

여  난 우리가 어제 먹었던 딸기 케이크가 먹고 싶어. 두 조각이 남았거든.

남  미안해.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어.

해설 어제 먹다 남은 딸기 케이크를 먹겠다는 여자의 말에 이미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기꺼이 그렇게 할게.

② 그걸 어디서 샀니?

④ 있지, 나는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아.

⑤ 나는 케이크 만드는 법을 몰라.

어휘 omelet[] 오믈렛  feel like v-ing …하고 싶다  

light[] 가벼운; *소화가 잘 되는  would rather 차라리 …하고 싶다  

leave[] 떠나다; *남기다 (leave–left–left)

Dictation Test 15 pp. 166~171

01  1) will be clear  2) late in the evening   
3) will be showers 

02  1) do for a living  2) how to use   
3) help them choose 

03  1) have a party  2) don’t say anything to   
3) sounds like fun

04  1) from 6 to 8  2) are from  3) be able to come

05  1) get in  2) aren’t afraid of  3) excited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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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 something wrong with  2) Let me check   
3) come back 

07  1) looking for  2) What’s the name of   
3) One moment

08  1) turn it in  2) Didn’t you say  3) cancel it right now

09  1) have plans tonight  2) Would you like to   
3) in an hour

10  1) You’re very good at  2) for a long time   
3) good enough to be 

11  1) I’m worried about  2) the day after tomorrow   
3) won’t do well

12  1) across from  2) over there  3) I see it

13  1) What kind of movies  2) feel better when   
3) I like horror films 

14  1) near here  2) How far away  3) go for a walk

15  1) Thank you for  2) I’m full  3) I’m sorry but 

16  1) Have you seen  2) gave it to him   
3) that’s why I chose 

17  1) a piece of glass  2) look into  3) carry a small one 

18  1) participated in  2) got a trophy  3) happy for you

19  1) What are you doing  2) sound like much fun 

20  1) Do you want some  2) feel like eating   
3) I’d rather have 

Word Test 13~15 pp. 172~173

A
01 …이 되다 02 제공하다; 제안하다 

03 한 쌍 04 짜증이 난 05 여행을 가다 

06 성공 07 …을 두려워하다 08 시 

09 깨우다 10 바꾸다 11 맞추다, 설정하다

12 …인 것 같다 13 …을 통과하여 14 제출하다 

15 힘든, 어려운 16 막 …하려고 하다 17 출구 

18 ~에게 …하게 해주다  

19 …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20 일등을 하다 21 강사   22 장래에, 미래에  

23 선택하다 24 밤새도록  

25 들고 가다, 운반하다

26 (…에) 잠깐 들르다 

27 전달하다, 넘겨주다 28 어울리다 29 …을 들여다보다 

30 …에 참가하다 31 엄청난 32 완전히 

33 평소와 같이 34 들어가다 35 시끄럽게  

36 뽑다, 고르다 37 …에 관심이 있다 38 따르다  

39 무서운 40 손님

B 
01 special 02 earring 03 practice
04 at least 05 holiday 06 short
07 appointment 08 hospital 09 full
10 pirate 11 musician 12 warm up
13 neighbor 14 September 15 situation
16 suggestion 17 pharmacy 18 agree
19 wear 20 animal 21 poet
22 hobby 23 stadium 24 famous 

25 weak 26 bark 27 noise
28 explain 29 place 30 dentist
31 glass 32 outside 33 dolphin 

34 friendship 35 perfect 
36 department store  37 awful 
38 medicine 39 ride 40 get a refund

실전모의고사 16회         pp. 174~175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⑤  14 ①  15 ④

 16 ④  17 ②  18 ③  19 ②  20 ⑤

01 ④

남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꽃바구니를 사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여  물론입니다. 빨간 장미는 어떠세요? 오늘 정말 싱싱하거든요.

남  음… 엄마는 흰 꽃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색깔을 섞어야 할 거 같네요.

여  아, 그럼 이것이 딱 좋을 거예요.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섞여 있는 

바구니거든요.

남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해설 남자는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섞여 있는 바구니를 사기로 했다.

어휘 fresh[] 싱싱한, 신선한  mix[] 혼합  perfect[] 

완벽한  lily[] 백합

02 ④

남  이봐, 그거 새 신발이니?

여  응. 이틀 전에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

남  근데 너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여  그쪽에서 신발을 잘못 보냈거든. 이제 며칠을 또 기다려야 해. 

남  그거 정말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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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문한 신발이 잘못 와서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므로 실망했을 것이

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unhappy[] 슬픈, 불행한  

wrong[] 잘못된  a few 어느 정도, 조금 

03 ③

남  안녕하세요.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심한 황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기온

이 내려가겠습니다. 밖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감

사합니다.

해설 내일은 황사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어휘 recommend[] 추천하다  stay[] 머무르다  

terrible[] 끔찍한  yellow dust 황사  

temperature[] 기온  drop[] 떨어지다 

04 ⑤

여  다음 주에 해변에 가는 게 어때?

남  그러고 싶은데, 내 수영복을 입을 수가 없어. 정말 낡았거든.

여  새것을 사는 게 어때?

남  좋아. 너 좋은 가게 알아?

여  괜찮은 웹사이트를 알아. 너한테 주소를 보내줄게.

해설 여자는 수영복을 살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어휘 beach[] 해변  swimsuit[] 수영복

05 ③

여  Mike는 이번 주에 바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병문안을 갔

고, 컴퓨터 수업을 들었다. 또한, 여동생이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주말에는 금요일에 있을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를 해야 했

다.

해설 콘서트 관람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prepare[] 준비하다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  final 
exam 기말고사

06 ②

남  Linda, 내일 12시에 만나는 게 어때?

여  연극이 3시 30분에 시작하잖아. 3시간 넘게 뭘 할 거야?

남  그 극장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 거기서 점심 먹고 대학로를 돌아다

니자.

여  좋은 생각이지만 1시에 만나자. 12시는 너무 일러.

남  그래.

해설 12시에 만나자는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너무 이르다며 1시에 만나

자고 했다.

어휘 play[] 연극  theater[] 극장  around[] 여기

저기  early[] (시간이) 이른

07 ②

여  너 발표 잘하더라. 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남  응, 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여  너는 거기다 똑똑하고 잘생겼잖아. 뉴스 진행자가 네게 딱 맞는 직업

인 것 같아.

남  고맙지만 나는 오히려 기자가 되고 싶어.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거든.

해설 남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자가 되고 

싶어 한다.

어휘 presentation[] 발표  seem to-v …인 것 같다   

in public 대중 앞에서  smart[] 똑똑한  news anchor 뉴스 진

행자  would rather-v 오히려 …하고 싶다  reporter[] 기자   

around[] 주위에 

08 ③

여  우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크고, 하얀색

과 검은색의 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 건반

을 치는 데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주하는 법

을 배우기 위해 수업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고, 하얀색과 검은색 건반이 있는 악기

는 피아노이다.

어휘 key[] 열쇠; *건반  sound[] 소리  take a lesson 수업

을 받다

09 ②

남  국어 시험 잘 봤니?

여  네, 잘 봤어요. 제 점수를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남  정말이니? 점수가 뭔데?

여  A를 받았어요.

남  그거 기쁜 소식이구나. 잘했다.

해설 남자는 여자가 국어 시험에서 A를 받았다는 말에 기뻐하며 축하하

고 있다.

어휘 do well 잘하다  surprised[] 놀란  grade[] 성

적, 점수  Good for you. 잘됐다.

10 ③

남  난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여  음, 너는 네 자신을 돌보지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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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알아. 난 보통 점심으로 패스트푸드를 먹어.

여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지 않고.

남  네 말이 맞아. 난 항상 TV를 보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어.

여  앞으로 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더 자야 해.

남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해설 남자의 건강 관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take care of …을 돌보다  yourself[] 네 자신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다  from now on 앞으로는  healthy[] 건

강에 좋은

11 ②

남  여보세요.

여  Jack! 너 어디야?

남  늦어서 정말 미안해.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

여  내가 너한테 지하철을 타라고 했잖아! 여긴 주차할 곳도 없다고.

남  아, 나 운전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있어. 십분 후에 도착할 거야. 정말 

미안해.

해설 남자는 택시를 타고 있다고 했다.

어휘 road[] 도로, 길  parking spot 주차 공간  

12 ⑤

남  Tom이 왜 안 오지?

여  내가 전화해볼게. 음… 전화를 안 받네.

남  또 아픈가? 지난번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잖아.

여  어머, 세상에! 그 애한테 우리가 5시가 아니라 3시에 만날 거라고 말

하는 걸 잊었어.

남  아, 이런!

해설 여자는 Tom에게 약속 시각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어휘 answer[] 대답하다; *(전화를) 받다   

have a stomachache 배가 아프다  forget to-v …할 것을 잊다

13 ⑤

여  저는 유럽에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남  언제 갈 계획이세요?

여  7월에 가고 싶어요.

남  지금 여름 특별 상품이 있어요. 2주에 5개국을 여행할 수 있답니다.

여  그건 얼마죠?

남  2,000달러입니다.

여  좋네요.

해설 여자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어휘 July[] 7월  special[] 특별한; *특매품, 특별 할인품   

14 ①

여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머네.

남  알아. 우린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아.

여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남  나한테 지도 앱이 있어. 어디 보자. 우리는 직진해서 Central Street
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해. 그러면 오른쪽에 보일 거야.

여  좋아, 가자.  

해설 직진해서 Central Street까지 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어휘 farther[] 더 먼 (far의 비교급)  app[ip] 앱, 어플리케

이션 소프트웨어     

15 ④

남  Jenny,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무엇을 해주면 되니?

남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 네 것을 빌릴 수 있을까? 30분 뒤에 돌려줄게.

여  물론이지. 여기 있어.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잠시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다.

어휘 do ... a favor …의 부탁을 들어주다  borrow[] 빌리다  

give back 돌려주다 

16 ④

남  이봐, 민아야. 밖에 나갈래? 날씨가 정말 좋아.

여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난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게다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할 일’ 목록을 적어봐. 도움이 될 거야.

여  그걸 해야겠어. 고마워!

해설 남자는 할 일 목록을 적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휘 outside[] 밖에  things to do 할 일들

17 ②

① 남  우리 갈까?

 여  그래, 난 갈 준비가 되었어.

② 남  우리 수학 선생님 어떤 것 같아?

 여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야.

③ 남  윈드서핑을 해보는 게 어때?

 여  난 물이 무서워.

④ 남  영화와 뮤지컬 중에 뭐가 더 좋아?

 여  난 영화가 더 좋아.

⑤ 남  그 경기장에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

 여  지하철을 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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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남자는 수학 선생님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어떤지에 

관한 대답을 해야 한다.  

어휘 why don’t you ...? …하는 게 어때?  windsurf[] 윈

드서핑을 하다  prefer[] …을 더 좋아하다  stadium[] 

경기장  quickly[] 빨리 

18 ③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저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남  건강 관련 서적이요? 그 책들은 2층에 있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소설책 옆에서 그 책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찾고 있는 책의 위치를 묻고 남자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서점에서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information[] 정보  fiction[] 소설    

[문제] gym[] 체육관  drug store 약국

19 ②

여  여보세요?

남  안녕, Judy. 나 Noah야.

여  어, 안녕. 무슨 일이니?

남  토요일에 저녁 식사 파티를 열 거야. 너 올 수 있니?

여  물론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

남  약 10명 정도.

해설 파티에 오는 사람들의 수를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사람 수에 관한 

대답이 와야 한다.

① 나는 훌륭한 요리사야.

③ 나는 친구 2명과 같이 살아.

④ 단지 10분밖에 안 걸려.

⑤ 홀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

어휘 [문제] cook[] 요리사  hall[] 넓은 방, 홀

20 ⑤

여  Steve,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뭘 좀 먹는 게 어때?

남  미안하지만 난 지금 집에 가야 해. 내 고양이가 집에 혼자 있거든.

여  네 고양이? 언제 고양이가 생겼어?

남  일주일 전에.

여  어디서 난 거야?

남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내게 주셨어.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어디서 고양이가 생겼는지 물었으므로, 아버지께 

선물로 받았다는 응답이 자연스럽다.

① 나는 하얀 고양이를 갖고 싶어.

② 나는 내 고양이랑 침대에서 자.

③ 나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귀여운 고양이들을 많이 봤어.

④ 나는 네가 왜 애완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어휘 alone[] 홀로   [문제] pet shop 애완동물 가게  

hate[] 싫어하다  raise[] 기르다

Dictation Test 16 pp. 176~181

01  1) Can you help me  2) I think I should   
3) would be perfect

02  1) are those new shoes  2) look so unhappy   
3) have to wait

03  1) stay home  2) temperature will drop   
3) wear a mask

04  1) go to the beach  2) wear my swimsuit   
3) send you the address

05  1) in the hospital  2) prepare for  3) had to study for 

06  1) how about meeting  2) more than three hours   
3) Let’s have lunch 

07  1) seem to enjoy speaking  2) smart and handsome  
3) I’d rather be 

08   1) to make music  2) use our fingers   
3) how to play this 

09  1) do well on  2) got an A  3) Good for you

10  1) take care of yourself  2) get enough sleep   
3) From now on

11  1) sorry for being late  2) take the subway   
3) be there in ten minutes

12  1) he’s not answering  2) had a stomachache   
3) forgot to tell him 

13  1) thinking about going  2) I’d like to go   
3) How much is that  

14  1) much farther than  2) where the bus stop is   
3) see it on the right

15  1) do me a favor  2) Can I borrow yours  3) Here it is

16  1) want to go outside  2) many things to do   
3) I should do that

17  1) What do you think of  2) I’m afraid of water   
3) How can I get to 

18  1) looking for information on   
2) on the second floor  3) next to 

19  1) This is  2) having a dinner party   
3) How many people 

20  1) how about eating  2) is home alone  
3) Where did you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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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7회      pp. 182~183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⑤  17 ④  18 ③  19 ①  20 ③

01 ④

남  다음 주 일기 예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지

만 오후에는 걷히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날씨가 화창하겠습

니다. 금요일에 장마가 시작되니 좋은 날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다.

어휘 fog[] 안개  clear up (비·구름이 걷히고) 개다  rainy 

season 장마철, 우기

02 ⑤

남  오늘 Jenny에게 사과했니?

여  아니, 아직 안 했어.

남  아직 안 했다고? 해야 해. 네가 한 일은 잘못됐어.

여  알아. 나도 하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힘들어.

남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어. 사과하는 방법은 많아. 편지를 쓰는 것은 어때?  

해설 남자는 사과하기 힘들어하는 여자에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

하고 있다.

어휘 apologize[] 사과하다  wrong[] 잘못된   

03 ③

여  Ben, 너 왜 거기 서 있는 거니?

남  우리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30분 전에 여기에 올거라고 했는데, 늦으

시네.

여  그럼 전화해봐야지.

남  그러고 싶은데, 전화가 꺼졌어. 네 전화 좀 써도 될까?

여  물론이야. 여기 있어.

해설 남자는 아빠에게 전화하려고 여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다.

어휘 stand[] 서 있다  wait[] 기다리다  dead[] (기계 

등이) 작동을 안 하는 

04 ⑤

남  내 방을 다시 꾸미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  새 가구를 좀 사는 게 어때?

남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들 거야.

여  그러면 벽을 더 밝은색 페인트로 칠해. 그게 네 방을 다시 꾸미는 더 

저렴한 방법이야. 

남  좋은 생각이야.

여  지금 페인트 가게에 가볼래?

남  응. 내 방을 빨리 칠하고 싶어.

해설 두 사람은 페인트를 사러 가기로 했다.   

어휘 redecorate[] 다시 장식하다  furniture[] 

가구  paint[] 페인트칠하다; 페인트  wall[] 벽  

brighter[] 더 밝은 (bright의 비교급)

05 ④

여  그래, 시드니에서의 첫날에 넌 어디를 가고 싶니?

남  난 오페라하우스를 보고 싶어!

여  나도 그래! 그리고 난 코알라도 보러 가고 싶어.

남  맞아. 다음 날에는 동물원에 가자.

여  난 정말 신이 나. 우리 거기서 정말 재미있을 거야. 

해설 시드니 여행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Sydney[sdni] 시드니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06 ⑤

남  저기에 있는 소녀를 봐봐. 그 애는 우리 반 친구 Ann이야.

여  곱슬머리인 여자애를 말하는 거야?

남  아니, 그녀는 긴 생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있어.

여  치마를 입고 있니?

남  아니,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  예쁜 것 같아.

해설 Ann은 긴 생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다.

어휘 mean[] 의미하다  curly hair 곱슬머리  straight hair 생

머리  hair band 머리띠

07 ③

남  너 외출할 거니?

여  응, Porter 씨와 30분 후에 점심 약속이 있어.

남  어디서 만나는데?

여  Venice라는 이탈리안 음식점에서.

남  거기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릴 거야. 너 벌써 11시 45분인 거 알

아?

여  정말? 서두르는 게 좋겠네.

해설 현재 시각이 11시 45분이고 약속 장소까지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

으므로 여자가 도착할 시각은 12시 15분이다.

어휘 appointment[] 약속   had better-v …하는 게 낫

다   hurry up 서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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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④

남  안녕, Jen!

여  오, Tony?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남  넌 항상 방과 후에 여기 음악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잖아. 너는 정말 

잘 치는 것 같아.

여  고마워. 나는 크면 꼭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남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해설 여자의 장래 희망은 피아니스트라고 했다.

어휘 practice[] 연습하다  grow up 성장하다 

09 ③

남  안녕, Crystal. 여기, 이걸 받아.

여  이게 뭐야?

남  음, 목도리야. 네가 새 거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너 주려고 샀어.

여  세상에! 정말 친절하구나. 정말 맘에 들어!

남  네 맘에 든다니 기뻐.

해설 여자가 필요했던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으므로 고마울 것이다.

어휘 muffler[] 목도리  

10 ④

여  이것에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날짜를 알 수 있

습니다. 우리는 무슨 요일인지도, 몇 월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벽에 걸거나 책상 위에 놓

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주로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주는 것으로, 벽에 

걸거나 책상에 놓는 것은 달력이다.

어휘 date[] 날짜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hang[] 걸

다

11 ⑤

남  Nancy, 너는 어떤 종류의 운동을 먼저 할 거니?

여  러닝 머신에서 뛸 거야. 아, 이런. 지금은 러닝 머신이 모두 사용중이야.

남  그럼, 자전거 기구 먼저 타자.

여  좋아. 그 후에 러닝 머신에서 뛰자.

남  알았어.

해설 러닝 머신, 자전거 기구 등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으로 보아, 스포

츠 센터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jog[] 천천히 달리다, 조깅하다  running machine 러닝 머

신  bike machine 자전거 (기구)

12 ③

①  여  정말 괜찮은 거야?

  남  그래, 난 괜찮아.

②  여  넌 얼마나 자주 축구를 하니?

  남  일주일에 세 번.

③  여  그 영화는 언제 만들어졌니?

  남  약 2시간 해.

④  여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남  좋아. 가자.

⑤  여  남성복이 몇 층에 있나요?

  남  5층에 있어요.

해설 ③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물었는데, 상영시간으로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floor[] 바닥; *층  menswear[] 남성복 

13 ③

남  저는 차를 운전합니다. 일 년에 여러 경주에 참가합니다. 제 직업은 차

를 빨리 몰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부상을 막기 위해서 저

는 헬멧을 쓰고 매 경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이 아

주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부상을 막기 위해 헬멧을 쓰고, 차를 빨리 운전하는 경주에 참가하

는 사람은 자동차 경주자이다.

어휘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several[] 몇몇의  

race[] 경주  avoid[] 막다, 예방하다  helmet[] 헬멧  

exciting[]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14 ④

남  실례합니다. Dream 영화관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  물론이죠. 이쪽으로 곧장 한 블록을 가시다가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남  한 블록을 직진 하다가 오른쪽으로 돌라고요?

여  맞아요. 그러면 왼편에 건물 세 개가 보이실 거예요. 영화관은 그 중간

에 있어요.

남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영화관은 현 위치에서 한 블록 직진한 후 우회전을 하면, 왼편에 있

는 세 개의 건물 중 가운데 건물이다.

어휘 theater[] 극장  in the middle 중간에

15 ③

여  Daren, 나 몸이 아주 안 좋아. 오늘 너랑 도서관에 못 가겠어.

남  어디가 아픈데? 두통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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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응,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콧물이 나오고 목도 아파. 그리고 열도 있

는 것 같아.

남  지금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네. 내가 같이 갈게.

여  고마워.

해설 여자의 증상으로 기침을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다  have a runny nose 콧물이 흐

르다  throat[] 목구멍  have a fever 열이 있다

16 ⑤

여  나쁜 소식이 있어. 금요일에 너랑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

남  오, 이런! 왜 안 되는데?

여  우리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 그래서 내가 여동생을 돌봐야 해. 정말 

미안해.

남  음… 여동생을 같이 돌보는 게 어때?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재미있겠다.

여  좋아! 

해설 남자는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함께 여동생을 돌보는 것을 제안했다. 

어휘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look after …을 돌보다  

together[] 함께

17 ④

남  너는 여름 방학에 무엇을 할 거니?

여  나는 일본에 갈 거야.

남  오, 정말? 관광하러 가는 거야?

여  아니,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일본어 수업을 들을 거야.

남  재미있을 거 같다.

여  응, 그러면 좋겠어.

해설 여자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 갈 거라고 했다.

어휘 go sightseeing 관광하러 가다  Japanese[] 일본어, 

일본어의

18 ③

남  나는 내일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여  내일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남  목요일이잖아요.

여  네, 그리고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잖아요.

남  이런, 미안해요. 깜박했어요.

해설 내일이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부부임을 알 수 

있다.

어휘 wedding anniversary 결혼기념일  forget[] 잊다 

(forget–forgot–forgotten)

19 ①

여  너 뭐 걱정거리 있니?

남   응. 다음 주에 3일 동안 여행을 가려고 해. 그런데 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여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

남  진짜? 정말 고마워.

여  천만에.

해설 남자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에 알맞은 응답이 와야 적절하

다.

②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③ 이 은혜 잊지 않을게.

④ 네 동생에게 부탁하지 그래?

⑤ 너는 개와 고양이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해?

어휘 take care of …을 돌보다   [문제] Don’t mention it. 천만의 말

씀입니다.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kindness[] 친

절  prefer[] …을 (더) 좋아하다

20 ③

여  널 여기서 만나다니 뜻밖이야!

남  나도 널 만나서 놀랐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니?

여  새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쇼핑 중이야.

남  정말? 너 지난 여름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지 않았니?

여  그랬지. 하지만 지난달에 잃어버렸어.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전에 사지 않았냐고 묻고 있으므

로, 그 여부와 관계된 대답이 와야 적절하다.

① 정말 안됐네.

② 생일 축하해.

④ 나는 새 스마트폰을 사야 해.

⑤ 내가 인기 있는 카메라를 추천해줄게.

어휘 surprise[] 놀람  surprised[] 놀란  

shop[] 물건을 사다   [문제] recommend[] 추천하다  

popular[u] 인기 있는 

Dictation Test 17 pp. 184~189

01  1) fog will be heavy  2) On Wednesday   
3) Enjoy the nice weather 

02  1) apologize to  2) What you did  3) don’t have to say 

03  1) waiting for my father  2) my phone is dead   
3) Here it is

04  1) what to do  2) take a lot of money   
3) can’t wait to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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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on your first day  2) want to go see   
3) have so much fun 

06  1) over there  2) with curly hair   
3) What do you think about 

07  1) have a lunch appointment   
2) take about thirty minutes  3) I’d better hurry up

08  1) How did you know  2) after school   
3) when I grow up

09  1) take this  2) bought it for you  3) glad you like it

10  1) look at  2) what month it is  3) hang it on the wall 

11  1) What kind of exercise  2) are being used   
3) let’s jog on 

12  1) Three times a week  2) Why don’t you join   
3) on the fifth floor

13  1) take part in  2) is very dangerous   
3) To avoid getting hurt 

14  1) how to get to  2) Go straight for one block   
3) is in the middle

15  1) have a headache  2) have a runny nose   
3) I’ll go with you

16  1) can’t have dinner with  2) have to look after   
3) I’d love to

17  1) going to do  2) Are you going sightseeing   
3) take Japanese classes

18  1) have to work late  2) what day it is  3) I’m sorry

19  1) going on a trip  2) take care of 

20  1) surprised to see you  2) I’m shopping for    

실전모의고사 18회    pp. 190~191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③  19 ①  20 ②

01 ④

여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너 오늘 바쁘니?

남  아니, 하루 휴가를 냈어. 왜 묻는 거야?

여  이 택배를 미국에 있는 Roberts 씨에게 보내야 하는데, 오늘 우체국

에 갈 시간이 없어.

남  그래서 너 대신 그것을 부쳐달라는 거지?

여  응. 그렇게 해 줄 수 있니?

남  기꺼이 해줄게.

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대신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부쳐줄 수 있는지 묻

자, 남자가 흔쾌히 승낙하고 있다.

어휘 take a day off 하루 쉬다  package[] 소포  mail[] 

우편으로 보내다

02 ③

남  안녕하세요. 도보 여행객들을 위한 공지입니다. 오늘 밤 비가 오고 나

면, 내일은 무척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이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재킷을 입고 등산화를 신으십시오. 물과 

간식을 가져가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설 모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announcement[] 공지, 발표  hiker[hikr]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  hike[] 도보 여행, 하이킹  contact[] 

연락하다  manager[] 관리자

03 ⑤

여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니?

남  응. 시계를 사고 싶은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여  봐봐! 이 둥근 빨간색 시계 정말 귀엽다.

남  어, 그러네. 근데 난 더 큰 걸 사고 싶어.

여  그럼 이 검은색이나 노란색 시계는 어때?

남  난 그 네모난 노란 시계가 마음에 들어. 그걸 사야겠어.

해설 남자는 네모난 노란색 시계를 사겠다고 했다.

어휘 choose[] 고르다  round[] 둥근  square[] 

(정)사각형의

04 ③

남  여보, Chris와 전화통화 했어요?

여  네. 그 애는 내일 아침 정동진에 해돋이를 보러 갈 거라고 했어요.

남  일기 예보에서 내일 아침에 구름과 안개가 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  그건 서울 날씨에요. Chris가 정동진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할 거라

고 했어요.

해설 내일 정동진의 날씨는 화창하고 따뜻할 것이다.

어휘 sunrise[] 해돋이, 일출  foggy[] 안개가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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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④

여  나 다음 달에 일주일 쉬어!

남  와, 일주일 내내? 정말 질투 나는걸.

여  응. 그런데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

남  해외여행하는 것은 어때? 일주일이면 어딘가로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야.

여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갈 곳을 검색하기 시작해야겠어.

해설 남자는 해외여행을 할 것을 제안했다.

어휘 whole[] 전체의  jealous[] 질투하는, 시샘하는  

decide[] 결정하다  travel abroad 해외여행을 하다  

somewhere[] 어딘가에  search[] 찾아보다; *검색하

다 

06 ④

여  이것은 매우 화려한 색깔의 동물입니다. 이것은 깃털이 있고 날 수 있

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를 집에서 기릅니다. 그것은 매우 똑똑하

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화려한 색깔의 동물로, 날 수 있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앵무새이다.

어휘 colorful[]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feather[] 깃털  

repeat[] 반복하다; *흉내내어 말하다 

07 ②

여  네 차는 어디에 있어?

남  음, 여기에 주차했다고 생각했는데.

여  안 보이는데.

남  주차장이 너무 넓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여  걱정하지 마. 찾을 거야. 저쪽으로 가보자.

해설 주차해 둔 차를 찾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는 주차장이

다.

어휘 park[] 주차하다  parking lot 주차장  

remember[] 기억하다  exactly[] 정확하게 

08 ②

남  이 캠퍼스는 정말 크다! 발이 아프기 시작해.

여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캠퍼스 지도가 필요한거야. 봐봐, 한 블록만 

더 가면 돼.

남  알았어. 그다음에는?

여  왼쪽으로 돌면 오른쪽에 법대가 있을 거야. 그 바로 옆이야!

남  좋아. 가자! 

해설 현재 위치에서 한 블록 직진해서 왼쪽으로 돌아 법대 옆에 있는 건

물이다.

어휘 campus[] (대학) 교정  huge[] 굉장히 큰, 어마

어마한  foot[] 발 (복수형 feet)  hurt[] 아프다  law[] 법 

09 ④

남  Kate, 별일 없니? 너 어제 아주 서두르던데.

여  아, 맞아. 병원에 가던 길이었어. 할머니가 거기 계시거든.

남  왜? 괜찮으시니?

여  그래. 욕실에서 넘어지셨어.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로 다치진 않으셨어.

남  다행이다!

해설 할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지만 다치진 않으셔서 안도했다.

어휘 in a hurry 서둘러, 급히  fall[] 넘어지다 (fall-fell-fallen)  

luckily[] 다행히, 운 좋게  get hurt 다치다  relief[] 안도, 

안심

10 ⑤

①  남  잠시 걷자.

  여  좋아.

②  남  이 비타민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여  하루에 한 번 드세요.

③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입장권 두 장 주세요.

④  남  재즈 콘서트는 어땠니?

  여  환상적이었어.

⑤  남  너는 롤러코스터 타는 걸 좋아하니?

  여  그럼.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해설 ⑤ 남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었으므로, 롤러코

스터에 대한 선호 여부가 대답으로 와야 적절하다.

어휘 for a while 잠시 동안  take[] (약을) 복용하다  

fantastic[] 환상적인

11 ③

남  Jan, 너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니?

여  응, 좋아해.

남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해?

여  나는 힙합만 들어. 클래식이나 록 같은 다른 종류의 음악은 좋아하지 

않아.

남  그거 유감인데. 록음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해설 여자는 힙합 음악만을 듣는 데 반해, 남자는 록음악을 가장 좋아한

다며 각자 좋아하는 음악장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earphone[] 이어폰  other kinds of 다른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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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④

여  아, 이런!

남  무슨 일이야?

여  내 자전거가 고장 났어.

남  하지만 넌 보통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가잖아.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여  모르겠어. 학교에 걸어가야 할 거 같아.

남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는 서둘러야겠다.

여  그럴 거 같아. 

해설 여자는 내일 걸어서 가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어휘 broken[] 고장 난  by bike 자전거를 타고    

[문제] on foot 걸어서

13 ⑤

남  뭘 하고 있니?

여  설거지를 하고 있어.

남  뭐라고? 넌 절대 설거지를 안 하잖아. 어머니가 편찮으셔?

여  아니. 엄마가 그리스로 여행을 가셨는데 오늘 저녁에 돌아오셔. 엄마

한테 깨끗한 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남  착하네.

해설 여자는 여행을 갔다 오시는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휘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다  Greece[] 그리스  

pleased[] 기쁜

14 ③ 

남  Jolie씨, 오늘 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정오에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남  Brown 씨와의 점심 약속을 위한 예약은 했나요?

여  네, 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이탈리안 음식점입니다.

남  알겠어요. 고마워요.

여  별말씀을요.

해설 남자의 일정을 여자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아 상사와 비서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chedule[] 일정  at noon 정오에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Italian[] 이탈리아의 

15 ⑤

여  여보, Henry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남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온종일 잠을 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남  오, 이런.

여  그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남  물론이죠. 내일 데려갈게요.

해설 여자는 온종일 잠만 자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애완동물을 동물병원

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어휘 something[] 무엇  wrong[] 잘못된  

16 ⑤

남  너 패션 잡지를 읽고 있구나. 패션에 관심이 있어?

여  응, 관심이 아주 많아.

남  우리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네. 나는 특히 사람들의 머리 모양에 

관심이 있어. 너는?

여  나는 화장에 관심이 있어. 난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사람이 되

고 싶어.

남  멋지다.

해설 여자는 화장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싶

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common[] 공통된, 같은  interest[] 흥미  

especially[] 특히  make-up[] 화장

17 ①

여  주말 잘 보냈니?

남  응, 그랬어. 도봉산에 올라갔어.

여  와, 멋지다.

남  Amy, 너는 주말에 무엇을 했어?

여  집에 있고 싶었는데 여동생이 함께 쇼핑하러 가길 원했어. 그래서 우

리는 5시간 동안 명동을 돌아다녔어.

해설 여자는 주말에 여동생과 함께 명동에 가서 쇼핑을 했다고 했다.

어휘 climb[] 오르다, 등반하다  stay[] 머무르다

18 ③

남  이 브이넥 티셔츠가 마음에 드네요. 얼마에요?

여  12달러예요.

남  그거 다른 색도 있나요?

여  네, 파란색, 녹색, 노란색도 있어요.

남  그렇군요. 저는 파란색 한 장과 녹색 한 장을 사고 싶어요. 두 개를 사

면 가격을 깎아 주시나요?

여  음… 2달러 깎아 드릴게요.

해설 12달러인 티셔츠를 두 개($12×2) 구입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2달

러를 깎아준다고 했으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22달러이다.

어휘 V-neck V자형 목둘레(의 옷)  discount[] 할인  take 

off (가격을) 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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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①

남  Sarah, 왜 어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네 전화 기다렸는데.

여  다섯 번이나 전화했는데 네가 안 받았어.

남  정말? 전화 안 울렸는데. 몇 번으로 전화를 걸었어?

여  521-2201로 전화했어.

해설 남자가 몇 번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물었으므로, 자신이 건 전화번호

를 알려주는 대답이 적절하다.

② 나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

③ 내 번호는 777-6000이야.

④ 전화하는 건 너무 비싸.

⑤ 나는 네 새 전화번호를 몰라.

어휘 dial[] 전화를 걸다   [문제] lose[] 잃다, 분실하다 

(lose–lost–lost)  expensive[] 비싼

20 ②

여  너 오늘 우산을 가져갔었니? 눈이 많이 왔잖아.

남  아뇨, 엄마. 전 눈이 올지 몰랐어요.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남  다행히 버스 정류장에서 Emily를 만났어요. 그 애한테 우산이 두 개 

있었어요.

여  정말 운이 좋았네.

해설 우산이 없던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이 두 개 있던 친구를 만

났다고 했으므로, 운이 좋았다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안됐구나.

③ 날씨가 추운 게 틀림없어.

④ 눈을 맞아 젖었네.

⑤ 새 우산을 사지그래?

어휘 get off (차에서) 내리다  luckily[] 다행히, 운 좋게    

[문제] lucky[] 운이 좋은

Dictation Test 18 pp. 192~197

01  1) took the day  2) have no time  3) I’d be glad to

02  1) After the rain tonight  2) Wear a warm jacket   
3) contact the manager

03  1) what to choose  2) buy a bigger one   
3) get that one

04  1) on the phone  2) be cloudy and foggy   
3) be sunny and warm 

05  1) take a week off  2) I’m so jealous   
3) enough time to go 

06  1) has feathers  2) keep this bird at home   
3) repeat what people say

07  1) parked over here  2) is too big  3) Let’s go that way

08  1) starting to hurt  2) go one more block   
3) right next to 

09  1) in such a hurry  2) on the way to  3) fell in  
4) That’s a relief

10  1) walk for a while  2) What can I do for you   
3) like to ride 

11  1) always wear earphones  2) What kind of music  
3) That’s too bad

12  1) My bike is broken  2) walk to school  3) guess so

13  1) washing the dishes  2) went on a trip to   
3) be pleased

14  1) schedule for today  2) at noon   
3) around the corner

15  1) there’s something wrong with   
2) sleeping all day  3) take him to the 

16  1) Are you interested in  2) share a common 
interest  3) makes people look more beautiful

17  1) have a nice weekend  2) do on the weekend   
3) walked around 

18  1) How much is it  2) in other colors   
3) get a discount for 

19  1) waited for your call  2) you didn’t answer   
3) What number did you dial

20  1) was snowing heavily  2) got off the bus   

Word Test 16~18   pp. 198~199

A
01 전체의 02 황사 03 사과하다

04 잘못된 05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06 하루 쉬다 07 (정)사각형의 08 해외여행을 하다

09 어딘가에 10 (시간이) 이른 11 소설 

12 …로 만들어지다 13 …에 참가하다 14 경주 

15 막다, 예방하다 16 소포 17 …을 돌보다 

18 소리 19 기다리다 20 장마철, 우기

21 중간에 22 반복하다; 흉내내어 말하다 

23 길 24 놀란 25 혼합 

26 …를 자랑스러워하다  27 걸어서 

28 다치다 29 건강에 좋은  30 특히

31 돌려주다 32 싫어하다 33 친절 

34 (차에서) 내리다 35 바닥; 층 36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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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38 늦게까지 깨어있다 

39 백합 40 (비, 구름이 걷히고) 개다

B 
01 fresh 02 temperature 03 furniture
04 beach 05 swimsuit 06 decide
07 drop 08 play 09 mail
10 announcement 11 manager 12 throat
13 sunrise 14 foggy 15 jealous
16 prefer 17 schedule 18 common
19 interest 20 climb 21 theater
22 search 23 colorful 24 feather 

25 broken 26 park 27 grade
28 wall 29 answer 30 together
31 law 32 relief 33 discount 
34 presentation 35 grow up 36 key
37 date 38 contact 39 stand
40 information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1회      pp. 200~201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②  17 ③  18 ④  19 ②  20 ⑤

01 ⑤

여  우리 겨울 강좌 책 표지 만들기를 끝내야 해.

남  맞아. 난 산타클로스 그림을 넣고 싶어.

여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제목을 가운데 넣고, 산타를 맨 아래에 넣자.

남  음, 산타를 가운데 넣는 건 어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산타를 더 잘 

볼 수 있어.

여  맞아. 그게 더 예쁠 거야. 그럼 제목은 맨 위로 옮기자. 

해설 산타클로스를 가운데 넣고, 제목은 맨 위에 넣기로 했다. 

어휘 class[] 강좌, 수업  picture[] 그림  title[] 제

목  middle[] 가운데  bottom[] 맨 아래 (부분)  

02 ①

여  이 그림 멋지다. 어디에서 샀니?

남  아, 사실 그건 내가 그렸어.

여  와! 놀라워! 난 네가 그림 그리는 줄 몰랐어.

남  음, 난 보통 주말을 그림 그리면서 보내.

여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있니?

남  아니, 하지만 난 아버지와 그림을 그려. 아버지는 화가시거든. 나는 아

버지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어.

여  네가 아버지의 재능을 가진 거 같구나.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해설 남자는 아버지와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actually[] 사실은, 실제로  paint[] 그리다  

amazing[] 놀라운  talent[] 재능

03 ④

남  먼저, 당신의 카드를 이것에 넣으십시오. 돈을 인출하고 싶다면, 메뉴

에서 ‘출금’을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당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

을 얼마나 찾을지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돈을 꺼내고 꼭 세어 보

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설 카드를 넣고 ‘출금’을 누른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꺼내는 것

은 현금인출기의 사용법에 해당한다.

어휘 take out 꺼내다  select[] 선택하다  

withdrawal[] 인출  enter[] …에 들어가다; *입력하다  

secret code 비밀번호  be sure to-v 반드시 …해라  count[] 

세다

04 ③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여기 가게에서 이 치마를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네요.

남  그걸 다른 것으로 교환하길 원하세요?

여  아니요, 환불을 받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남  음… 그 치마가 할인 품목이었나요?

여  네. 30% 할인을 받았어요.

남  죄송하지만, 할인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해설 남자는 할인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여자의 요청

을 거절했다. 

어휘 exchange[] 교환하다  sale item 할인 품목  

discount[] 할인  give a refund 환불하다 

05 ④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반지를 찾고 있는데요.

남  이것은 어떠세요? 아주 인기 있어요.

여  예쁘네요. 얼마죠?

남  50달러입니다. 하지만 지금 10% 할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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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좋아요. 그걸 살게요. 여기 100달러입니다.

남  감사합니다. 여기 거스름돈입니다.

해설 50달러에서 10% 할인된 반지의 가격은 45달러인데, 100달러를 냈

으므로 여자는 55달러를 거슬러 받아야 한다.

어휘 popular[u] 인기 있는  change[] 거스름 돈

06 ③

남  여보세요.

여  안녕, 나 Kelly야. 너 Diana와 통화했니?

남  응. 그 애는 저녁 8시 30분이 되어야 우릴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오늘 

바쁘대.

여  알겠어. Diana를 만나기 전에 그 애에게 줄 결혼 선물 사러 쇼핑을 가

는 게 어때?

남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난 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는데.

여  그럼 15분만 기다려줄래?

남  물론이야. 그때 보자.

해설 5시 30분에 퇴근한다는 남자의 말에 15분을 기다려달라고 했으므

로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은 5시 45분이다. 

어휘 until[] …까지  leave the office 퇴근하다

07 ⑤

남  실례합니다. 210번 버스를 타고 싶은데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

요?

여  직진하시다가 두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남  네.

여  거리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보일 거예요. 210번 버스 정류장은 아이

스크림 가게 옆에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아, 잠시만요! 실수했네요. 그 버스 정류장은 아이스크림 가게 맞은편

에 있어요.

해설 버스 정류장은 현 위치에서 직진하다가 두 번째 모퉁이에서 우회전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 맞은편에 있다고 했다.

어휘 either[] 양쪽의  beside[] …의 옆에

08 ②

여  나는 부모님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셔서 어젯밤에 혼자 있었다. 처음

에는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이 났다. 하지만 나중

에 지하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친구

에게 와서 같이 있자고 전화를 걸었다.

해설 여자는 집에 혼자 있게 되어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지하실에

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다.

어휘 all alone 완전히 혼자서  take a trip 여행을 가다  

basement[] 지하실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scared[] 겁에 질린

09 ⑤

여  너 내일모레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인 거 알아? 

남  그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부모님을 위해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 어때?

여  좋아! 두 분이 매우 기뻐하실 거야.

남  난 호박 수프, 치킨 샐러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까 생각 중이야.

여  스테이크도 추가하자. 그리고 디저트가 필요해.

남  내가 지금 제과점에 가서 특별 치즈 케이크를 주문해 놓을게.

여  좋아!

해설 남자는 지금 제과점에 가서 특별 치즈 케이크를 주문하겠다고 했다. 

어휘 prepare[] 준비하다  romantic[] 낭만적인 

pleased[] 기쁜  pumpkin[] 호박  seafood[] 

해산물  add[] 추가하다, 더하다

10 ④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남산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실 수 있

습니다. 정오에는 점심으로 전통 한국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경복궁에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에서 쇼핑을 할 것입니다. 바

쁜 하루가 될 것이니 오늘 밤은 좀 쉬어 두세요.

해설 인사동에 갈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schedule[] 일정, 스케줄  scenery[] 경치, 풍경  

traditional[] 전통적인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rest[] 휴식

11 ③

①  남  그렇게 크게 떠들지 말아 줘.

  여  미안해, 조용히 할게.

②  남  네 컴퓨터를 써도 될까?

  여  물론이지, 다만 다 쓰면 전원을 꺼.

③  남  너는 언제 머리를 잘랐니?

  여  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

④  남  씨티 투어가 하루에 몇 번 있나요?

  여  오후에 세 번 있어요.

⑤  남  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니?

  여  응, 나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해설 ③ 머리를 언제 잘랐냐고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로 응답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어휘 make a noise 떠들다, 시끄럽게 하다  quiet[] 조용한  

turn off 끄다  language[]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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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④

여  안녕하세요. 지역 뉴스를 찾고 있어요. 어젯밤에 무슨 사고가 있었나

요?

남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음주 운전자가 차를 쳐서 두 명이 사망했답니

다.

여  끔찍하네요.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났나요?

남  새벽 2시쯤에 워싱턴 도로에서요. 제가 사고 현장에서 그 운전자를 체

포했습니다.

여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에 이 사고에 관한 기사를 쓰겠습니

다.

해설 여자가 신문 기사에 실릴 지역 뉴스가 있는지를 묻고, 남자가 교통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의 직업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다.

어휘 local[] 지역의, 지방의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drunk[] 술 취한  hit[] 부딪치다, 충돌하다 (hit–hit–hit)  
terrible[] 끔찍한  happen[] (사건 등이) 일어나다  

arrest[] 체포하다  scene[] 장면; *현장  article[] 기

사  paper[] 종이; *신문

13 ③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이 소포를 도쿄로 보내고 싶은데요. 거기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

까요?

남  보통 우편으로 5일이 걸립니다.

여  그건 너무 느린데요.

남  대신 빠른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여  그게 낫겠네요. 빠른 우편으로 부칠게요.

남  알겠습니다.

해설 소포를 부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후 빠른 우편으로 보내겠다

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체국 직원과 고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regular mail 보통 우편  express mail 빠른 우편, 속달

14 ③

여  안녕, Jake. 보다시피, 밖에 안개가 자욱해. 우리 해변에 가기로 했다

는 건 알지만, 내일까지는 날이 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해변에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거 같아. 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 안녕.

해설 내일까지는 안개가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휘 foggy[] 안개 낀  clear up (날씨가) 개다 

15 ⑤

여  여보, 나 너무 심심해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남  미안하지만 난 너무 피곤해요. 집에 있으면서 쉬고 싶어요. 그냥 책 좀 

읽고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 안될까요?

여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집에 있었잖아요. 난 정말 영화를 보고 싶어요.

남  알았어요. 그럼 영화를 여기서 봐도 괜찮죠?

여  글쎄…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이 다운받아 줄래요?

남  그래요. 지금 바로 할게요.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영화를 다운받아 달라고 했다.

어휘 bored[] 지루해하는  stay[] 머무르다  

download[] 다운로드하다, 내려받다

16 ②

남  영화를 보러 갈 준비 다 됐니?

여  물론이야. 우리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까?

남  버스나 지하철은 거기로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택시를 타고 가자.

여  알겠어, 하지만 택시는 너무 비싸잖아.

남  그래, 그렇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영화가 끝나면 버스를 타

고 집에 올 수 있잖아.

여  알았어.

해설 집에 올 때는 버스를 탈 것이라고 했다.

어휘 both[] 양쪽 모두  directly[] 곧장, 바로  be over 

끝나다

17 ③

여  Andrew, 점심 먹으러 갈까?

남  난 오늘 점심 먹으러 안 갈 거야.

여  왜 안 가? 아직도 다이어트 중이야?

남  아니. 치통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여  안됐네. 치과에 가봤니?

남  아니, 너무 바빠서 치과에 가지 못했어.

여  그럼 약을 좀 먹어.

남  그럴게.

해설 남자는 치통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휘 be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toothache[] 치통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다  too ... to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8 ④

여  잘 지내요, White 씨? 요즘은 여기서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요.

남  실은 몸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둘까 하고 있어요.

여  정말 안됐군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 최고의 영업 사원이에요. 당신이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남  모르겠어요. 전 휴식이 필요해요.

여  좋아요. 그럼 며칠 휴가를 가는 건 어때요? 2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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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생각해볼게요.

해설 여자는 몸이 안 좋은 남자에게 장기 휴가를 제안했다.

어휘 quit[] 그만두다  salesperson[] 영업 사원  

vacation[] 휴가, 방학   

19 ②

여  배고파.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남  난 이탈리아 음식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여  좋지. 난 피자가 먹고 싶어.

남  선택 잘했어! 근데, 오늘 누가 저녁을 만들 차례지?

여  내 차례인 것 같아.

해설 남자는 누가 저녁을 준비할 차례인지 물었으므로, 누가 식사 당번인

지에 대한 대답이 와야 자연스럽다.

① 나는 그것을 몰랐어.

③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④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자.

⑤ 우리 지난번에 이탈리아 음식점에 갔잖아.

어휘 feel like v-ing …을 하고 싶다  turn[] 차례

20 ⑤

남  내 손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

여  정말? 왜?

남  점심에 생선 요리를 만들었거든. 손을 씻었는데도 생선 냄새가 없어지

지 않아.

여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넣어서 그걸로 손을 씻어봐. 그럼 냄새가 없어질 

거야.

남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여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배웠어.

해설 식초를 이용해 손의 생선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

지 물었으므로, TV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자연스

럽다.

① 우리 엄마는 그걸 모르셨어.

② 비누로 손을 닦아.

③ 넌 그걸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어.

④ 나도 생선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

어휘 go away 사라지다  a few 조금의, 약간의  drop[] (액체의) 

방울  vinegar[] 식초   [문제] soap[] 비누  either[] 

(부정문에서) …도[또한]

고난도 Dictation Test 1 pp. 202~209

01  1) finish making  2) add a picture of   
3) putting Santa in the middle  4) It will be prettier

02  1) actually painted that one   
2) spend my weekends painting   
3) a great painter like   
4) Thank you for saying 

03  1) take out some money  2) enter your secret code  
3) be sure to count it

04  1) don’t like it anymore   
2) exchange it for another one   
3) get my money back   
4) give refunds for sale items

05  1) looking for a ring  2) How much is it    
3) here’s your change

06  1) can’t meet  2) How about going shopping   
3) wait for  4) see you then

07  1) Where is the bus stop  2) at the second corner  
3) on either side of  4) I made a mistake 

08  1) was all alone  2) I was excited   
3) heard a strange noise  4) come stay with me

09  1) the day after tomorrow  2) How about preparing  
3) thinking about making   
4) order a special cheesecake

10  1) tell you about  2) At noon  3) go shopping   
4) get some rest 

11  1) Don’t make so much noise  2) turn it off   
3) get my hair cut short  4) Are you interested in 

12  1) looking for  2) hit a car  3) where did it happen  
4) write an article on 

13  1) How long will it take  2) by regular mail   
3) take about two days  4) send it by 

14  1) As you can see  2) won’t clear up until   
3) Let me know 

15  1) I’m so bored  2) stay at home and rest   
3) is it okay to  4) do it right now

16  1) Are you ready to go  2) take too long   
3) are pretty expensive  4) movie is over

17  1) Shall we go  2) on a diet  3) go to the dentist  
4) take some medicine

18  1) don’t seem happy  2) I’m thinking of quitting   
3) make you stay  4) how about taking some vacation 

19  1) I’m hungry  2) feel like having  3) whose turn is it 

20  1) smell bad  2) won’t go away   
3) How did you kn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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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실전모의고사 2회      pp. 210~211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①  07 ④  08 ④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①  14 ③  15 ③

 16 ③  17 ⑤  18 ③  19 ④  20 ⑤

01 ④

여  안녕하세요. 아기 조카 줄 옷을 좀 사려고 하는데요. 좀 도와주시겠어

요?

남  물론입니다. 리본이 있는 이건 어떠세요?

여  글쎄요, 전 그 리본도 좋고, 이 토끼도 좋아요! 다 귀엽네요.

남  그럼 이 리본 타이를 맨 토끼면 완벽하겠어요.

여  그래요! 그걸 살게요.

해설 여자는 리본 타이를 맨 토끼가 그려져 있는 옷을 사겠다고 했다.

어휘 clothes[] 옷  niece[] (여자) 조카  

perfect[] 완벽한

02 ③

여  거의 모든 가정이 이것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종류

의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채널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 

시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코미디 쇼, 뉴스, 그리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봅

니다. 때때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십 대들이 공부하는 대신 그것을 

시청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해설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씩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

는 것은 TV이다.

어휘 almost[] 거의  sometimes[] 때때로   

get angry 화가 나다  teenager[] 십 대의 소년(소녀)  

instead of … 대신에

03 ③

남  여보세요?

여  안녕, Fred. 나 Diana야. 너 지금 어디야?

남  집에 있어.

여  왜? 너 비가 안 오면 야구 경기를 보러 갈 거라고 했잖아.

남  그랬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서 말이야. 야구장에 가면 더위로 죽

을지도 몰라.

여  정말 더운 날이야. 이따가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다.

남  나도 그러면 좋겠어.

해설 남자는 현재 햇빛이 강하고 몹시 더운 날씨라고 했다.

어휘 strong[] 힘센; *(냄새·빛·소리 등이) 강렬한  baseball 
stadium 야구장  heat[] 열, 더위  shower[] 소나기  

later[] 나중에

04 ②

남  Hanna, 왜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니?

여  죄송하지만,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아팠거든요.

남  지난달에 숙제를 못 냈을 때도 너는 똑같이 말했었잖아.

여  하지만 사실이에요.

남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구나.

해설 남자는 아파서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여자에게 다음부

터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어휘 turn in 제출하다 (= hand in)  same[] 같은  true[] 

사실인  excuse[] 변명, 해명

05 ④

남  나는 일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나는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나는 덴버에 있는 삼촌 댁에서 머물고 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서 슬펐다. 하지만 

이제 친구가 많아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해설 남자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university[] 대학  miss[] 그리워하다

06 ①

남  Betty, 내일 나 공항에 태워다 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하는데?

남  오전 10시에 출발해.

여  그럼 오전 8시쯤에는 공항에 있어야겠다.

남  맞아. Peter를 8시 15분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여  그럼 7시에 데리러 갈게.

남  좋아.

해설 여자는 7시에 남자를 데리러 간다고 했다.

어휘 drive to 차를 몰고 …에 가다 

07 ④

남  너 뉴스 봤어? 경찰관이 마침내 그 도둑을 잡았대.

여  오, 와! 대단하다. 체포하는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

찰관이 되는 건 아주 힘든 일일 것 같아.

남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들었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경찰관이 되

어서 사람들은 돕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기도 한 거 같아. 난 언젠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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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이 되고 싶어.

여  그래? 정말 대단하다.

해설 남자는 언젠가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news[] 뉴스, 소식  police officer 경찰관  catch[] 

잡다 (catch–caught–caught)  thief[] 도둑  arrest[] 체포  

honor[] 영광

08 ④

남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시내에서 누구를 봤는지 맞춰봐.

여  몰라. 누구?

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

여  Anne Hathaway? 믿을 수 없어.

남  정말이야! 이걸 봐! 그녀와 사진 찍고 사인도 받았어.

여  와. 진짜 운이 좋구나!

남  심지어 그녀와 이야기도 했어! 모든 게 꿈만 같았어.

해설 남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를 만나서 몹시 신이 났을 것이

다.

어휘 on the way …(하는) 도중에  actress[] 여배우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autograph[] 사인  seem[] …처럼 

보이다; *…인 것처럼 생각되다

09 ⑤

여  안녕하세요, 한국 항공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오늘 항공편의 제 좌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  항공편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손님?

남  오후 2시에 출발하는 241번 비행기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  제 이름은 John Smith입니다. 제 이름이 있습니까?

여  네, 손님 성함은 목록에 있습니다.

해설 남자는 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기 표 예약을 확인하고 있다. 

어휘 seat[] 좌석, 예약석  flight number 항공편 번호  

10 ②

여  어제 뭐했어?

남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갔어.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

여  그거 굉장하네! 너 볼링을 자주 치러 가니?

남  아니, 그렇지는 않아. 보통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어제는 비가 많

이 와서. 너는 평상시처럼 집에서 TV를 봤니?

여  아니, 가족들과 수영장에 갔어.

해설 서로 주말에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go bowling 볼링을 치러 가다  highest[] 가장 높은 (high
의 최상급)  score[] 점수  as usual 평소와 같이

11 ③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쇠고기를 좀 사고 싶은데요.

남  운이 좋으시네요. 신선한 쇠고기가 막 들어왔어요.

여  잘됐네요. 100g에 얼마인가요?

남  100g에 3,000원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300g 주세요.

남  여기 있습니다.

해설 여자는 100g당 3,000원인 쇠고기를 300g 사기로 했으므로, 9,000
원을 내야 한다.

어휘 beef[] 쇠고기  cost[] 비용이 들다

12 ④

여  안녕, Tom. 네가 다음 달에 프랑스사를 공부하러 프랑스로 갈 거라고 

들었어.

남  프랑스에 가는 건 맞는데 프랑스 영화를 공부할 거야.

여  정말?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남  몇몇 영화 현장을 방문할 것이 정말 기대돼.

여  네가 프랑스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알아. 넌 잘할 거 같아.

남  고마워.

해설 남자는 프랑스 영화를 공부하러 프랑스에 간다고 했다.

어휘 French[] 프랑스의  film[] 영화  excited[] 

흥분한  site[] 현장, 장소

13 ①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체크인하기 전에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  물론입니다. 여권주세요.

남  여기 있습니다.

여 창가 쪽 좌석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통로 쪽 좌석으로 하시겠어요?

남  창가 쪽 좌석이 좋겠어요.

여  네. 창가 쪽 좌석이 하나 남아 있네요. 짐을 여기에 놓으시겠어요?

남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여기에 고객님의 탑승권과 여권이 있습니다. 좋은 여행되

세요.

남  감사합니다.

해설 체크인, 창가 쪽 혹은 통로 쪽 좌석의 선택 여부와 탑승권, 여권과 

같은 표현으로 보아, 공항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check in 체크인하다, 탑승 수속을 밟다  window seat 창가 쪽 

좌석  aisle seat 통로 쪽 좌석  luggage[] 수하물, 짐  boarding 

pass 탑승권  passport[prt] 여권   [문제] travel agency 여행

사  concert hall 콘서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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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남  오, 이런.

여  무슨 일이야?

남  기름이 다 떨어져가. 주유소를 먼저 가자.

여  그래.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두 블록 직진해야 해.

남  거기서는?

여  음, 오른쪽에 타이어 가게가 있고 주유소는 그 맞은편이야.

해설 현재 위치에서 두 블록 직진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 가게 맞

은편에 주유소가 있다.

어휘 run out of …을 다 써버리다  gas station 주유소  according 

to …에 따르면  navigation[] 내비게이션  tire[] 타이

어  across from …의 바로 맞은편에

15 ③

여  안녕, Jake. 무슨 일이야?

남  안녕, Amy. 부탁 좀 해도 될까?

여  그럼. 별일 없지?

남  응. 그냥 내 프린터기가 작동을 안 하는데, Diaz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낸 파일 좀 출력해야 하거든.

여  알았어. 내가 그것들을 네게 출력해주었으면 하는 거지?

남  그래. 해줄 수 있니? 내일 아침에 들러서 가져갈게.

여  좋아. 내일 보자.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파일을 출력해 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했다.

어휘 work[] 일하다; *(기계 등이) 작동되다  print out (프린터

로) 출력하다, 인쇄하다 

16 ③

남  Sarah,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여  이번 주 토요일? 왜?

남  뮤지컬 표가 두 장 있어서.

여  오, 정말? 나도 가고 싶은데, 월요일까지 끝내야 할 보고서가 있어.

남  그래도 나랑 같이 뮤지컬에 가는 게 어때? 그러면 내가 일요일에 보고

서를 끝내는 것을 도와줄게.

여  정말? 좋아. 가자.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어휘 free[] 한가한  finish[] 끝내다

17 ⑤

①  남  케이크를 좀 더 먹어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②  남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했어?

  여  아직 못 정했어. 결정하기가 어렵네.

③  남  영화를 보러 가도 될까요?

  여  그래, 하지만 집에 일찍 오도록 해.

④  남  너는 무슨 수업을 듣고 있니?

  여  영문법 수업을 듣고 있어.

⑤  남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여  제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싶어요.

해설 ⑤ 현금과 신용카드 중 무엇으로 결제할 것인지를 물었으므로, 결제 

방법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make up one’s mind 결정하

다  grammar[] 문법  course[] 강좌, 교육 과정  in 

cash 현금으로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cancel[] 취소하다

18 ③

남  실례합니다. 250번 버스가 시청에 가나요?

여  아, 네.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남  정말 고맙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영어권 나라에서 오셨나

요?

여  아니요. 하지만 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  천만에요.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 여자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다.

어휘 Excuse me. 실례합니다.  City Hall 시청  get off (버스 등에서) 

내리다  English-speaking country 영어권 국가  middle school 중
학교  

19 ④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에이스 트래블이 이 건물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남  네, 그건 우리 건물에 있어요.

여  이상하네요. 저는 에이스 트래블이 이 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남  6층에 있었는데 최근에 9층으로 이전했어요.

여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가 없었군요.

해설 여자가 찾던 여행사가 장소를 이전했다고 했으므로, 그런 이유로 자

신이 찾을 수가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그게 언제 이전했는지 알아요.

②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게 나아요.

③ 저는 에이스 트래블에서 일하고 싶어요.

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옆 건물로 가야겠어요.

어휘 wonder[] 궁금하다  floor[] 바닥; *(건물의) 층   

[문제] had better-v …하는 게 낫다

20 ⑤

남  너는 어떤 동아리에 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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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난 스키 동아리를 생각하고 있어.

남  선택 잘한 거 같아. 너는 겨울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잖아.

여  그 동아리에 함께 드는 거 어때? 그럼 더 재미있을 텐데.

남  너 그거 알아? 난 스키 탈 줄 몰라.

여  문제없어. 초보자도 환영받거든.

해설 남자가 스키를 탈 줄 모른다고 했으므로, 초보자도 환영 받으니 걱

정하지 말라는 대답이 와야 자연스럽다.

① 난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

② 걱정하지 마. 내 스키를 빌려줄게.

③ 알다시피, 나는 스노보드를 좋아해.

④ 이번이 내가 처음 스키장에 가보는 거야.

어휘 join[] 가입하다  choice[] 선택   [문제] lend[] 

빌려주다  ski resort 스키장  beginner[] 초보자  

welcome[] 환영하다

고난도 Dictation Test 2 pp. 212~219

01  1) trying to buy  2) How about this one   
3) would be perfect

02  1) By changing  2) choose to watch   
3) watch too much of this  4) get angry at 

03  1) I’m at home  2) see a baseball game  3) might 
die from the heat  4) be heavy showers later

04  1) turn in your homework  2) I was sick  3) said the 
same thing  4) hear any more excuses

05  1) came here to study  2) first moved to  3) missed 
my friends  4) enjoying my life 

06  1) drive me to  2) should be at the airport   
3) pick you up 

07  1) caught the thief  2) got hurt during the arrest   
3) a great honor to 

08  1) on the way here  2) took a picture with her   
3) seemed like a dream

09  1) check my seat for  2) leaving at   
3) what’s your name  4) is on the list

10  1) got the highest score  2) usually play soccer   
3) watch TV as usual

11  1) how may I help you  2) You’re lucky   
3) How much is it for  4) Here you are

12  1) to study French history  2) excited to visit   
3) you’ll do well

13  1) check in  2) a window or aisle seat  
 3) Would you please put  4) Enjoy your trip

14  1) running out of gas  2) according to   
3) is across from it

15  1) ask you a favor  2) is not working   
3) print them out  4) pick it up

16  1) are you free  2) I’d love to go   
3) help you finish the report 

17  1) May I have some more  2) make up my mind   
3) come home early  4) pay in cash 

18  1) get off at  2) Are you from  3) at a middle school  
4) Thank you for helping me 

19  1) I wonder if  2) was on this floor  3) moved to  

20  1) I’m thinking about joining  2) a good choice   
3) would be more interesting   

Word Test 고난도 1~2   pp. 220~221

A
01 선택하다 02 화가 나다 03 …까지

04 나중에 05 할인 06 끄다

07 …(하는) 도중에 08 점수 09 수하물, 짐

10 교통사고 11 탑승권 12 …을 다 써버리다

13 …에 따르면 14 결정하다 15 현금으로

16 끝나다 17 궁금하다 18 초보자

19 환영하다 20 조금의, 약간의 21 사라지다

22 차례 23 양쪽 모두 

24 출력하다, 인쇄하다 25 부딪히다, 충돌하다 

26 (사건 등이) 일어나다 27 떠들다, 시끄럽게 하다

28 …인 것처럼 생각되다 29 사실은, 실제로

30 놀라운 31 …의 옆에 32 퇴근하다 

33 가입하다  34 낭만적인 35 곧장, 바로 

36 끔찍한 37 휴식 38 술 취한 

39 기쁜 40 완전히 혼자서

B 
01 picture 02 title 03 talent 
04 withdrawal 05 count 06 heat
07 same 08 true 09 excuse
10 university 11 basement 12 pumpkin
13 traditional 14 seafood 15 scenery
16 thief 17 honor 18 language
19 catch 20 local 21 clothes
22 niece 23 bottom 24 almost 
25 travel agency 26 grammar 27 article
28 arrest 29 gas station 30 paper
31 cost 32 autograph 33 teenager 

34 actress 35 police officer 36 scene
37 toothache 38 vinegar 39 soap
40 quit

79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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