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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여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기예보입니다. 요즘 계속 햇빛이 많이 비추었

습니다. 맑은 날이 며칠 더 지속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과 일요일에는 다시 맑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설 금요일에 비가 오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진다고 했다.

어휘 weather[] 날씨  forecast[] 예보, 예측  

sunshine[] 햇빛, 햇살  sunny[] 맑은 

02 ④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눈사람이 있는 티셔츠를 찾고 있어요.

여  이건 어떠세요? 가운데에 귀여운 눈사람이 있고 주머니가 하나 있어

요.

남  좋아 보여요. 하지만 전 주머니는 필요 없어요.

여  알았어요. 여기 주머니가 없는 같은 티셔츠가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남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해설 남자는 가운데 눈사람 그림이 있고, 주머니는 없는 티셔츠를 사겠다

고 했다.

어휘 middle[] 가운데, 중앙  pocket[] 주머니  take[] 

선택하다, 사다

03 ⑤

남  안녕, Sally. 오랜만이야. 네 고양이한테 무슨 일 있니?

여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전혀 먹지를 않네요.

남  아, 그렇구나. 언제부터 먹지를 않았니?

여  어제 아침이요. 그리고 요즘엔 별로 놀지를 않아요.

남  건강검진을 해줄게.

여  해주세요. 심각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해설 여자는 고양이가 먹지를 않고 잘 놀지도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

어휘 matter[] 일, 문제  medical checkup 건강검진  

nothing[] 아무것도  serious[] 심각한   

[문제] bored[] 지루해하는  excited[]  신이 난, 흥분한  

worried[] 걱정하는 

04 ⑤

여  아, 이럴 수가! Brian!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남  죄송해요, 엄마. 청소하겠다고 약속해요.

여  알겠다. 음, 너 무엇을 하고 있던 거니?

남  학교 벼룩시장에서 팔 것들을 찾고 있었어요.

여  오! 무엇을 찾았니?

남  야구 모자 하나랑 티셔츠 몇 장이요. 오시겠어요, 엄마?

여  언제인데?

남  내일 오후 3시에 열려요.

해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 말에 남자는 벼룩시장에서 팔 것들을 찾

고 있었다고 했다.

어휘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promise[] 약속

하다  clean up 청소하다  flea market 벼룩시장  

05 ③

남  나 정말 신이 나!

여  나도 그래. 우린 운이 좋아. 줄이 별로 길지 않아.

남  Jane, 저기 봐봐. 대형 퍼레이드야.

여  그래, 사람들 몇 명이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이네.

남  오, 저 남자 봐봐. 동물 가면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

여  와! 이 놀이공원에는 신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남  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차례야. 가자.  

해설 퍼레이드를 보고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하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는 놀이공원이다.

어휘 line[] 줄  parade[] 퍼레이드, 행진  wave[] (손 

등을) 흔들다  mask[] 가면, 탈  ride[] 타다  amusement 
park 놀이공원  

06 ①

남  엄마, 저 왔어요.

여  John, 벌써 집에 왔구나. 오늘 야구 경기는 어땠니?

남  굉장했어요!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어요!

여  오, 정말이니? 좀 더 얘기해봐.

남  처음에는 2점 지고 있었어요.

여  그래서 모두 걱정했겠구나,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이겼니?

남  있잖아요? 제가 홈런을 쳐서 우리가 3점을 얻었어요.

여  역시 내 아들이구나! 정말 잘했어! 

해설 여자는 야구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끈 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했

다.

어휘 fantastic[] 환상적인, 굉장한  win[] 이기다 

(win-won-won)  lose[] 지다  beginning[] 초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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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④

남  안녕, Kelly. 넌 무슨 반이야?

여  안녕, 도훈아. 난 C반이야. 너는?

남  와! 우리 올해 같은 반이야.

여  잘됐다. 너 민아가 무슨 반인지 아니?

남  그 애는 우리 바로 옆 반인 D반이야.

여  그 애가 우리랑 같은 반이 아니라서 유감이다.

남  알아, 하지만 우린 서로 매일 볼 수 있어.  

해설 민아가 무슨 반인지 묻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D반이라고 했다.

어휘 class[] 반, 학급  next[] 다음의, 옆의  each other 

서로

08 ②

여  Tom, 내일 캠핑 갈 짐을 다 쌌니?

남  네, 엄마. 간식, 물, 옷과 침낭을 쌌어요.

여  아, 네 구급상자는 챙겼니? 욕실장에 있단다.

남  알았어요. 엄마, 상자 안에 약이 하나도 없어요.

여  정말? 그럼, 네가 가서 약을 좀 사와야겠구나.

남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해설 약을 사오라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지금 사러 가겠다고 했다.

어휘 pack[] 싸다, 포장하다  snack[] 간단한 식사, 간식  

clothes[] 옷  sleeping bag 침낭  first aid kit 구급품, 구급함  

closet[] 벽장  medicine[] 약  

09 ②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Health 24입니다. 저는 Andy Brown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오랫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첫째, 저는 매일 한 시간씩 운동

했습니다. 둘째,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해설 건강이 매우 안 좋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수분 섭취로 건강을 회복했

다는 내용이다. 

어휘 listener[] (라디오) 청취자  sick[] 아픈  get over 극

복하다   exercise[] 운동하다  liter[] 리터  

simple[] 간단한, 단순한  huge[] 거대한, 엄청난  

difference[] 차이  life[] 인생, 삶

10 ①

남  이 토마토 중 하나를 드셔 보시겠어요? 제 할머니의 농장에서 온 것이

에요. 

여  고마워요. 음… 맛있어요. 그녀가 이것들을 직접 재배하셨나요? 

남  네, 그녀는 많은 것들을 재배하세요. 전 언젠가는 그녀처럼 농부가 되

어서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여  정말이에요? 시골에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전 직장인으로 도시에서 

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남  힘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난 시골에서의 삶이 좋아요.

해설 남자는 할머니처럼 시골에서 농부로 살고 싶다고 했다.

어휘 taste[] 맛보다  farm[] 농장  grow[] 기르다, 재

배하다  country[] 시골  office[] 사무실  worker[] 

일하는 사람  

11 ④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Book Talk>의 Susan입니다. 저는 Monica 

Smith가 쓴 <The Purple Orange>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우

리에게 우정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12개의 다른 언어

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판매됩니다.  

해설 이 책은 12개의 다른 언어로 쓰였다.

어휘 famous[] 유명한  world[] 세계  

friendship[] 우정  language[] 언어  sell[]  

팔다  country[] 나라, 국가

12 ⑤

남  Flower Guest House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하고, 내일 방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남  안녕하세요, 수진 씨. 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것이 있

습니까?

여  네. 방에 헤어드라이어가 있나요?

남  저희는 모든 방에 헤어드라이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여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게 다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해설 뭐가 필요한지 묻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헤어드라이어가 있는지 물

었다.

어휘 book[] 예약하다  expect[] 기다리다  anything 

else 그밖에 다른 것 

13 ③

남  ABC 도서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층에서 Fun 

Night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꾼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줄 것입니다. 간식이나 음료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가족

들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Fun Night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셔서 ABC 도서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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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행사는 1층에서 열린다.  ② 간식과 음료를 가져올 수 있다.   

④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⑤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다. 

어휘 library[] 도서관  story[] 이야기  

interesting[] 흥미로운, 재미있는  bring[] 가져오다  

snack[] 간단한 식사, 간식  drink[] 음료   

14 ③

남  지수야, 넌 내 체육 시간에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여  고맙습니다, 송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해요.

남  훌륭하구나. 너는 진짜 축구 선수처럼 차기 시작하고 있어.

여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남  그래. 계속 연습하면 다음 주에 있는 테스트에서 잘할 거야.

여  네. 그렇게 할게요.

남  행운을 빈다.

해설 체육 시간에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체육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어휘 P.E. 체육(= physical education)  practice[] 연습하

다  soccer[] 축구  playground[] 운동장  kick[] 

차다  real[] 진짜의  do well on …을 잘하다  luck[] 행운

15 ②

여  어디 가는 거니, 태호야?

남  친구들과 역사 과제를 하러 도서관에 가요.

여  그래.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남  물론이에요, 엄마. 뭔데요?

여  할머니가 드실 사과 파이를 만들었단다. 도서관에 가는 길에 할머니께 

가져다줘.

남  그럼요. 사과 파이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좋아

하실 거에요.

여  고맙다.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도서관에 가는 길에 할머니께 사과 파이를 갖다 드

리길 부탁했다.

어휘 history[] 역사  project[] 프로젝트, 과제   

on one’s way 도중에 

16 ①

남  안녕, Katie. 어디 가고 있니?

여  안녕, Jason. 집에 가는 길이야.

남  그럼, 버스 같이 타자.

여  미안해, 오늘은 걸어서 집에 가고 싶어.

남  왜?

여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서 집에 가려고. 나랑 같이 갈래?

남  그러고 싶지만, 할 수 없어. 오늘 오후에 수영 수업이 있거든.

여  알았어. 내일 보자.

해설 걸어서 집에 가는 이유를 묻는 말에 여자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

이라고 대답했다.

어휘 walk[] 걷다  join[] 함께하다 

17 ②

① 여  너는 언제 일어났니?

 남 오전  7시 30분 즈음에.

② 여  공원에서 즐겁게 보냈니?

 남  좋아!

③ 여  저를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  편히 계세요.

④ 여  너는 종이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남  모르겠어.

⑤ 여  거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 예정이니?

 남  아마 5일 정도.

해설 ② 공원에서 즐거웠는지 묻는 말에 좋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get up 일어나다  invite[] 초대하다    

18 ③

여  안녕하세요, Hillside Middle School 신입생 여러분! 우리의 점심 

제도를 설명할게요. 우리 식당은 본관 1층에 있습니다. 점심은 12시 

30분에 시작해서 한 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이 먼저 식당을 

이용하고, 뒤이어 1학년이, 그다음에 3학년이 이용할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식탁을 깨끗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설 식수대의 위치는 설명하지 않았다.

어휘 explain[] 설명하다  system[] 제도, 체제  

cafeteria[]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main bilding 본관  

grader[] 학년생  

19 ④

여  이 포스터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야?

남  우리의 첫 밴드 공연을 위한 거야.

여  정말? 공연을 언제 할 건데?

남  이번 금요일 5시에.

여  너는 밴드에서 무엇을 연주하니?

남  나는 드럼을 쳐. 너도 와서 봐.

여  물론이지, 그럴게. 네가 무대에서 드럼 연주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남  음, 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지금 매우 긴장되기도 해.

여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해설 공연을 앞두고 긴장된다고 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며 격려하는 말

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그거 좋은 생각이야. ② 마음껏 드세요.

③ 도와줘서 고마워.  ⑤ 잘못 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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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performance[] 공연  stage[] 무대  

nervous[] 긴장하는, 초조해하는 

20 ⑤

남  Cindy야! 너 행복해 보인다. 휴일에 뭐했니?

여  가족들과 전주에 갔었어.

남  재미있었겠다. 어땠어?

여  굉장했어. 너도 거기에 가봐야 해.

남  정말? 거기서 무엇을 했니?

여  전통 한옥마을에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남  네가 그것을 정말로 즐겼을 것 같다. 거기서 무엇을 먹었니?

여 난 비빔밥을 먹었어.                 

해설 전주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으므로 먹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나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었어.

② 음, 난 더 사고 싶어.

③ 그래! 그것은 놀라웠어.

④ 좋아! 그렇게 할게.

어휘 holiday[] 휴일, 공휴일  traditional[] 전통의  

village[] 마을  delicious[] 맛있는

Dictation Test 1 pp. 28~33

01  1) lots of sunshine  2) will rain on Thursday   
3) Have a wonderful week 

02  1) am looking for  2) in the middle   
3) without a pocket

03  1) doesn’t eat at all  2) give him a medical checkup  
3) nothing serious

04  1) clean it up  2) looking for things to sell   
3) Why don’t you come  4) opens tomorrow at three

05  1) look over there  2) waving their hands   
3) many exciting things happening  4) turn to ride

06  1) won the game  2) by two points   
3) hit a home run

07  1 ) in the same class  2) right next door   
3) see each other every day

08  1) finish packing your bag  2) get your first aid kit  
3) buy some medicine

09  1) very sick for a long time   
2) exercised one hour every day   
3) made a huge difference 

10  1) Would you like to taste  2) grow these herself   
3) live in the country  4) it’s easier to live 

11  1) written by  2) about friendship and love   
3) written in 12  different languages

12  1) I have booked a room  2) We are expecting you  
3) in every room

13  1) on the first floor  2) come with your family   
3) Come and have fun together 

14  1) doing really well  2) kick like a real soccer player  
3) Keep practicing

15  1) to do a history project  2) do me a favor   
3) take it to her 

16  1) on my way home  2) I’d like to walk home   
3) the weather is so beautiful   
4) have a swimming class 

17  1) have a good time  2) Make yourself at home   
3) How long will you stay

18  1) explain our lunch system  2) open for one hour  
3) be sure to clear 

19  1) our first band performance   
2) should come and watch   
3) I’m very nervous now

20  1) for the holiday  2) sounds interesting   
3) ate delicious food

기출문제 2회         pp. 34~35

01 ③  02 ①  03 ①  04 ①  05 ⑤ 

06 ④  07 ③ 08 ①  0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② 15 ④ 

16 ④  17 ②  18 ④  19 ②  20 ⑤

01 ③

여  일기예보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때문에 거리의 눈은 

사라지겠습니다. 대부분 도시는 내일 온종일 맑은 날씨가 유지되겠지

만, 대전과 청주 같은 몇몇 도시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도시로 가시는 분은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설 내일 대전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street[] 거리  disappear[] 사라지다  

warm[] 따뜻한  south[] 남쪽  keep in mind 명심하다  

travel[] 가다, 여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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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①

여  여름 방학 어땠어?

남  좋았어. 이건 제주도의 Horse Hill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여  와! 네가 말을 타고 있네. 무섭지 않았어?

남  전혀. 말타기는 환상적이었어.

여  말 옆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누구니?

남  그분은 우리 아빠야.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냈어.

여  네게 여행에서의 행복한 추억이 많을 것 같다.

해설 남자아이가 말을 타고 있고, 말 옆에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 두 사람

이 보고 있는 사진이다.

어휘 summer[] 여름  vacation[] 방학, 휴가  

trip[] 여행  island[] 섬  scared[] 무서워하는  

stand[] 서다, 서 있다  memory[] 기억, 추억  

03 ①

여  이봐, Kevin. 너 뭐 하고 있니?

남  엄마 생신을 위한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

여  너 무척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남  엄마가 문을 열면 우리 가족이 같이 노래를 부를 거야.

여  그거 좋은 생각이다. 분명 너희 엄마는 그것을 좋아하실 거야.

남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얼굴에 미소를 빨리 보고 싶어.

해설 엄마의 생신을 위한 깜짝 파티를 계획하며 신이 나 있다.

어휘 plan[] 계획하다  surprise party 깜짝 파티  wait[] 

기다리다   [문제] excited[] 신이 난  relaxed[t] 느긋한, 

여유 있는  bored[] 지루해하는  surprised[] 놀란

04 ①

남  너 늦었어! 축구 경기가 5분 전에 시작했어.

여  정말 미안해.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남  왜? 어제 무엇을 했니?

여  Black Water Mountain으로 가족 여행을 갔어서 너무 피곤했어.

남  네가 오지 않아서 걱정했잖아.

여  미안, 다음엔 늦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  괜찮아. 축구 경기나 보자!

해설 여자는 어제 가족 여행을 갔다가 피곤해서 축구 경기에 늦었다고 했

다.

어휘 late[] 늦은; 늦게  worried[] 걱정하는  show up 나

타나다  promise[] 약속하다

05 ⑤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이 그림책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

어요. 

남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  두 쪽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남  제가 책을 살펴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

요?

여  네, 여기 있어요.

남  네, 잠시만요. 새것으로 드릴게요.

여  고맙습니다. 

해설 구입했던 그림책을 교환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

소는 서점이다.

어휘 picture[] 그림  problem[] 문제  

missing[] 없어진, 빠진  check[] 확인하다, 살펴보다  

receipt[] 영수증

06 ④

여  저 새끼 원숭이 좀 봐! 엄마한테 꼭 매달려있어!

남  그래, 정말 귀엽다. 간식을 좀 주고 싶어.

여  아니, 안돼. 표지판에 ‘원숭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라고 쓰

여 있어.

남  정말? 왜 안 되지?

여  내 생각엔 그것이 원숭이들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거야.

남  오, 그것이 그들의 건강에 나빠?

여  그래. 너는 동물들에게 우리 간식을 주지 말아야 해.

해설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원숭이가 아플 수 있으므로 주지 말라고 

충고하는 말이다. 

어휘 tight[] 단단히, 꽉  cute[] 귀여운  sign[] 표지판  

feed[feed] 먹이를 주다  sick[] 아픈  health[] 건강 

07 ③

남  Sue, 이번 토요일에 나랑 뮤지컬 <The Jungle Story> 볼래?

여  좋아!

남  그럼, 내가 뮤지컬 표를 살게

여  고마워, Ted. 몇 시에 시작하니?

남  한 시, 네 시, 일곱 시 정각에 공연이 있어.

여  난 한 시에 가족들과 점심을 먹을 예정이야.

남  그럼, 네 시 공연 어때?

여  좋아, 내가 토요일 아침에 전화할게.

해설 여자가 한 시에 가족들과 점심을 먹을 예정이어서 네 시 공연을 보

기로 했다.

어휘 musical[] 뮤지컬  ticket[] 표, 티켓

08 ①

여  David, 서둘러! 나갈 시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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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남  알았어요, 엄마. 지금 재킷을 입고 있어요! 기차가 몇 시 출발이에요?

여  거기에 오후 4시까지 도착해야 해. 우리 겨우 한 시간 남았어.

남  네, 저 다했어요! 엄마, 제 기차표 갖고 계세요?

여  아니, 내가 어제 너한테 주었잖니. 그거 안 갖고 있어?

남  오, 안돼! 그거 아직 내 책상 위에 있어요!

여  가서 가져오너라.

남  바로 가져올게요, 엄마.

해설 남자는 책상 위에 있는 기차표를 바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어휘 hurry up 서두르다  leave[] 떠나다, 출발하다  put on (옷 

등을) 입다  still[] 아직도

09 ④

여  넌 무엇을 주문할 거야?

남  난 아직 못 정했어. 난 정말 피자랑 콜라를 주문하고 싶어. 근데 건강

에 좋지 않을까 봐 걱정돼.

여  그럼, 토마토 스파게티 어때? 토마토는 건강에 정말로 좋아. 그러니까 

그것이 너한테 더 나을 거야.

남  알았어, 그걸 먹을게. 너는?

여  나는 치킨 샐러드를 먹을 거야.

남  좋아.

해설 여자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권하자 남자가 그것을 먹겠다고 했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decide[] 결정하다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better[] 더 좋은

10 ⑤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봉사 동

아리의 새로운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여러분은 이웃에 

있는 노인들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10월 5
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해설 봉사 동아리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며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

이다. 

어휘 attention[] 주의, 주목  look for 찾다   

member[] 회원  volunteer[] 자원봉사자  take 

care of 돌보다  neighborhood[] 이웃  

interested[i] 관심 있어 하는  October[] 10월   

information[] 정보

11 ③

남  안녕하세요, Woods 선생님. 저는 인호라고 하고요, 학교 신문 기자

입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여  물론이야. 그렇게 하렴.

남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여  난 캐나다에서 왔단다.

남  한국에 언제 오셨나요?

여  지난달에 가족들과 왔어. 나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어.

남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여  중국에서 5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어.

해설 여자는 지난달에 한국에 왔다고 했다.

어휘 newspaper[] 신문  reporter[] 기자  

interview[] 인터뷰를 하다  last[] 지난

12 ③

여  Tom, 어제 학교 끝나고 어디 갔었니?

남  Wisdom Bookstore에 갔었어.

여  내 친구 말로는 거기서 책 할인판매를 했다던데. 책 좀 샀어?

남  아니. 사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인 Alex Parker를 만나

려고 거기에 갔어. 그가 내 만화책 중 하나에 사인해줬어.

여  와!

남  그리고 그의 멋진 사진을 얻기까지 했지.

여  오, 정말 운이 좋다.  

해설 남자는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인 Alex Parker를 만나기 위해 서점

에 갔다고 했다.

어휘 on sale 할인 중인  cartoonist[ist] 만화가  sign[] 

서명하다  lucky[] 운이 좋은

13 ②

남  이봐, Julie. Mike가 돌아온 거 알았니?

여  아니, Todd. 난 그가 일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  그랬었지. 근데 지난 화요일에 일본에서 돌아왔어.

여  정말? 잘됐다! 그럼 우리 영화 클럽에 다시 올 수 있잖아!

남  그래. 그가 나한테 이번 토요일에 올 거라고 했어.

여  그거 잘됐어.

남  우리 이번 토요일에 어디서 만나?

여  클럽 모임이 평상시처럼 203호 교실에서 있을 거야. 

해설 Mike는 지난 화요일에 돌아왔다.

어휘 movie[] 영화  classroom[] 교실   

14 ②

여  안녕하세요. 12 색상 물감 세트를 사고 싶어요.

남  문제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

여  저것과 같은 스케치북도 필요합니다.

남  여기 있습니다. 붓은요?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여  맞아요. 이걸로 할게요. 다 해서 얼마인가요?

남  전부 합쳐서 30달러입니다.

여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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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고맙습니다.

해설 물감, 스케치북 등 학용품을 사려고 하고 있으므로 문구점 점원과 

학생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paint[] 그림물감, 페인트  brush[] 붓  

15 ④

여  호준아! 너 아직도 스마트폰으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 30분 넘

게 하고 있잖아.

남  알아요, 엄마. 하지만 10분 더하면 안 될까요?

여  저녁 먹을 시간이야. 그리고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남  잠깐만요, 엄마. 알았어요, 제가 뭘 하면 돼요?

여  내가 상 차리는 걸 도와주렴.

남  네, 엄마. 

해설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묻는 말에 여자는 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어휘 minute[nit] 분  set the table 상을 차리다

16 ④

여  안녕, 태영아. 너 어제 뭐 했니?

남  TV 프로그램 <훌륭한 화가: 빈센트 밴 고흐>를 봤어.

여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

남 빈센트 밴 고흐의 삶과 그의 예술 작품에 관한 것이었어.

여  재미있었니?

남  응!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거든.

여  오, 그렇구나. 그의 그림들을 이해하는 것이 내게는 쉽지 않아. 너는 

그를 왜 좋아하니?

남  그건 그가 그림에 밝은 색깔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나는 밝은 색깔을 

좋아하거든.

해설 빈센트 밴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그가 밝은 색

깔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휘 life[] 삶  work of art 미술품, 예술품  painter[] 화

가  understand[] 이해하다  use[z] 사용하다  

bright[] 밝은

17 ②

① 여  너 왜 늦었니?

 남  미안해. 버스를 놓쳤어.

② 여  너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남  난 3년 전에 미국에 갔어.

③ 여  Sam, Jenny를 만나본 적 있어?

 남  아니, 없어.

④ 여  조심해! 차가 오고 있어!

 남  오, 이런! 고마워.

⑤ 여  Tony! 나 내 가방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남  걱정하지 마. 같이 찾아보자.

해설 ② 이번 토요일에 무엇을 할지 묻는 말에 3년 전에 미국에 갔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miss[] 놓치다  ago[] …전에  worry[] 걱정하다  

find[] 찾다

18 ④

남 나현아, 넌 학교 축제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여  난 작년에 로켓과 비누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걸 또 할 거야.

남  정말?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어때?

여  예를 들면?

남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나랑 하는 거 어때?

여  페이스 페인팅? 하지만 난 그림을 잘 못그려.

남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여  음. 그럼, 너랑 그걸 할게. 고마워.   

해설 여자는 남자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을 하기로 했다.

어휘 activity[] 활동  festival[] 축제  soap[] 

비누  probably[] 아마    

19 ②

남  안녕, 미나야. 너 정말 걱정스러워 보여. 무슨 일이야?

여  오늘 아침에 내 영어 교과서를 잃어버렸어.

남  네 책상 확인해봤어?

여  응, 했어. 그런데 거기 없었어.

남  흠… 아, 영어 선생님인 김선생님께 얘기하는 게 어때?

여  왜?

남  그녀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의 영어 교과서를 발견했다고 들었거든.

여 아, 고마워! 그녀에게 얘기해야겠어.                

해설 영어 선생님이 누군가의 영어 교과서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주었

으므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영어 선생님께 얘기해봐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③ 틀림없이 찾을거야.

④ 내가 너를 도와줄게. ⑤ 여기 있어. 

어휘 matter[] 일, 문제  textbook[] 교과서  

hear[] 듣다 (hear-heard-heard)   [문제] look forward to  

…를 기대하다  

20 ⑤

남  Susie! 너 영화 <Brave Me> 봤니?

여  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 정말 멋졌어.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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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봤다고 들었어. 나도 보고 싶어.

여  너도 봐야 해! 그건 내가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야.

남  정말? 남동생한테 나랑 같이 가서 보자고 해야겠다.

여  놓치지 마. 넌 그걸 정말 좋아할 거야.                

해설 여자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생각하는 영화를 남자가 보겠다고 했

으므로, 꼭 보라는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난 쇼핑을 하러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② 요즘 어떻게 돼가?

③ 너 그것을 다시 볼 거니?

④ 물론이지! 네가 가져도 돼.

어휘 ask[] 요청하다   [문제] recently[] 요즈음, 최근에 

Dictation Test 2 pp. 36~41

01  1) warm wind from the south  2) stay sunny and clear  
3) keep that in mind 

02  1) picture from my trip  2) riding a horse   
3) next to the horse  4) happy memories of your trip

03  1) planning a surprise party  2) sing a song together  
3) I can’t wait to see 

04  1) got up late   2) went on a family trip   
3) promise not to be late 

05  1) problem with it  2) found two pages were missing  
3) show me your receipt

06  1) holding on to  2) Don’t feed the monkeys   
3) make them sick  4) should not give our snacks 

07  1) That sounds great  2) What time does it start   
3) call you Saturday morning

08  1) It’s time to leave  2) get there by four   
3) Go and get it

09  1) haven’t decided yet  2) not good for   
3) What about you  4) Sounds great

10  1) new members of our volunteer   
2) take care of children  3) more information 

11  1) interview you  2) Where are you from   
3) before coming to Korea 

12  1) after school yesterday  2) the books were on sale  
3) signed one of my comic books   
4) great picture of him

13  1) he was in Japan  2) come back to   
3) going to meet  4) as usual

14  1) No problem  2) need a sketchbook   
3) All together

15  1) on your smart phone  2) play for ten more 
minutes  3) time for dinner  4) to set the table

16  1) What did you do  2) What was that about   
3) my favorite painter  4) in his paintings

17  1) missed the bus  2) three years ago   
3) a car coming  4) find it together

18  1) do that again  2) try something new   
3) good at painting  4) do it with you

19  1) look so worried  2) check your desk   
3) why don’t you talk to   
4) found someone’s English textbook

20  1) saw it with my friends  2) I have ever seen   

실전모의고사 1회   pp. 44~45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①  08 ③  09 ③  10 ②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④

01 ② 

여  실례합니다, 선생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남  8시 45분입니다. 9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  아니요. 제 버스는 8시 30분에 여기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늦네요, 

늘 그렇듯이.

남  그거 유감이네요. 직장에 늦게 되나요?

여  아니요. 전 그냥 그 버스가 한 번이라도 제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버

스 회사에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야겠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

네요.

남  이해합니다.

해설 여자는 버스가 항상 늦게 와서 짜증이 나 있다.

어휘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할 예정이다   

as usual 늘 그렇듯이, 평소처럼  for once 한 번이라도  

complain[] 불평하다  company[] 회사    

[문제] annoyed[] 짜증 난  ashamed[] 부끄러운  

curious[] 호기심이 많은 

02 ③

남  너 뭐 하고 있니, Julie?

여  인터넷으로 숄더백을 사려고 하고 있어. 내가 고르는 거 좀 도와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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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래, 어디 보자. 이건 어때? 큰 꽃이 있는 거.

여  귀여워 보이지만, 난 가운데에 나비가 있는 것이 더 좋아.

남  음. 난 나비 두 마리가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여  오, 네 말이 맞아. 그걸 살래. 고마워.

해설 여자는 남자가 권해준 나비 두 마리가 있는 가방을 사겠다고 했다.

어휘 choose[] 선택하다  butterfly[] 나비  

middle[] 가운데  

03 ②

남  안녕, Carrie. 오랫동안 체육관에서 너를 못 봤네.

여  체육관에 싫증이 났거든.

남  그러면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고 있니?

여  응. 매일 아침 공원에 조깅하러 가.

남 그거 좋다. 그거 아니? 나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

여  정말? 난 네가 이미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

남  아니야. 하지만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어.

해설 여자는 체육관에 싫증이 나서 요즘에는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고 했다.

어휘 gym[] 체육관  get bored with …에 싫증이 나다  

type[] 종류, 유형  exercise[] 운동  go jogging 조깅하

러 가다  already[] 이미, 벌써 

04 ⑤

남  안녕하세요. 오늘 캐나다 전역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밴쿠버는 따뜻

하고 비가 오겠으며, 에드먼턴과 캘거리에는 두 곳 모두 눈이 약간 내

리겠습니다. 토론토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몬트리올에는 온종일 

태양이 빛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해설 몬트리올에는 종일 태양이 빛날 것이라고 했다.  

어휘 experience[] 경험하다  light[] 가벼운; *약간의  

shine[] 빛나다  wherever[h] 어디에서 …하든지

05 ①

여  실례합니다. 제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이 기계에서 돈을 좀 인출하고 싶은데, 제 카드를 받지 않네요.

남  음.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  네.

남  그러면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인출을 도와드릴 겁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세요.

해설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나서 현금 인출을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고 했으므로, 은행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machine[] 기계  out of order 고장 난  

account[] 계좌  employee[] 종업원, 고용인  make a 

withdrawal 돈을 인출하다

06 ④

남  어! 안녕하세요, Laura. 2주 전에 여기 오지 않았었나요?

여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잘해주셨어요. 모두가 절 멋지다고 해요.

남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여  훨씬 더 짧게 자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아주 쉬울 거

에요!

남  좋아요. 짧지만 멋지게 해볼게요.

해설 머리를 더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미용사와 손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어휘 a couple of 둘의  wonderful[] 훌륭한  be back 돌

아오다  decide[] 결정하다  even[] (비교급을 강조하여) 훨

씬  take care of …을 돌보다, 신경 쓰다  stylish[] 유행을 따른, 

멋진

07 ①

남  Samantha, 걱정 있어 보여. 무슨 일이야?

여  수학에서 아주 낮은 성적을 받았어.

남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다음번에 더 노력해봐.

여  하지만 난 노력했어! 개인 과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비싸.

남  그럼, 온라인 강좌를 듣는 건 어때? 훨씬 싸지만 그런데도 훌륭해.

해설 성적이 낮아 걱정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온라인 강좌를 들을 것을 제

안하고 있다.

어휘 worried[] 걱정하는  low[] 낮은  grade[] 성적, 

학점  effort[] 노력  private[] 개인적인  

expensive[] 비싼  take a course 강좌를 듣다

08 ③

여  안녕, Michael!
남  안녕! 토요일에 농구 경기는 어땠어?

여  대단했어. Mark네 팀이 이겼어.

남  잘됐다.

여  너는 어디 갔었니? 네가 와서 우리랑 경기를 볼 거라 생각했는데.

남  그러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 댁에 가야 했어. 할머니 생신이었거

든.

해설 남자는 지난 토요일이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고 

했다.

어휘 basketball[] 농구  win[] 이기다 (win-won-
won)

09 ③

남  오렌지 샀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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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응, 여기 네 오렌지 5개야.

남  고마워, 수진아. 이것들이 얼마였어?

여  3,000원이었어.

남  아, 정말 싸다.

여  세일 중이었거든. 여기 거스름돈 2,000원이야.

해설 오렌지 5개의 가격이 3,000원이므로, 한 개의 가격은 600원이다.

어휘 cost[] (비용이) …이다  pretty[] 매우  on sale 할인 

중인  change[] 거스름돈

10 ②

여  FG몰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름 특별 세일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가방과 신발은 모두 30퍼센트 할인합니다. 회원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5퍼센트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달러 

넘게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무료 머그잔을 드립니다. 오늘이 세일 마

지막 날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설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여름 특별 세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어휘 mall[] 쇼핑몰  special[] 특별한  off[] 할인되어  

additional[] 추가의  discount[] 할인  

membership card 회원 카드  customer[] 고객  

purchase[] 구매  free[] 무료의 

11 ③

남  여보, 이번 주말 파티에 필요한 음식 다 준비되었어요?

여  음, 아직이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남  Clarke와 Finn도 초대하고 싶어서요.

여  그래요. 이미 다섯 명을 초대했어요. Clarke와 Finn을 추가하면, 그

럼 7인분 음식을 준비해야겠어요.

남  당신과 나를 잊지 말아요.

여  하하, 알았어요.

해설 다섯 명에 추가로 두 명을 더 초대하기로 했으므로 파티에 초대된 

사람은 총 일곱 명이다.

어휘 prepare[] 준비하다  forget[] 잊다 

12 ⑤

남  여보, Paul이 ABC 은행에 취직했어요.

여  어머, 잘됐네요. 그 애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요?

남  좋아요. 무엇을 해줄까요?

여  넥타이 어때요?

남  그 앤 넥타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여  그러면, 신발은 어때요? 그 애 신발이 너무 낡았어요.

남  그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없을까요? 멋진 

서류가방은 어때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애가 좋아할 것 같네요.

해설 두 사람은 Paul의 입사 기념으로 서류가방을 선물하기로 했다.

어휘 get a job 취직하다  a pair of 한 켤레의, 한 쌍의   

briefcase[] 서류가방

13 ③

여  오늘 밤 내 파티에 올 거지?

남  그러고 싶지만 갈 수 없어.

여  왜 안 되는데? 일을 해야 하니?

남  아니.

여  오늘 몸이 안 좋니?

남  아니, 괜찮아.

여  그럼 이유가 뭐야?

남  사실, 저녁 내내 남동생을 돌봐야 하거든. 부모님께서 중요한 일 때문

에 집을 비우셨어.

여  아, 알겠어.

해설 남자는 남동생을 돌봐야 해서 여자의 파티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어휘 actually[] 사실은  watch[] 보다; *돌보다  away 

from (어디에 가서) …에 없는  on business 업무 일로, 볼일이 있어서

14 ④

남  여보세요, 엄마.

여  안녕, Dan. 내일 네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니?

남  6시에요.

여  저녁에?

남  아니요. 아침이요. 오전 6시에 착륙할 거예요.

여  그래. 알겠다.

남  공항에 나오실 거에요?

여  물론이지.

남  고마워요, 엄마.

해설 여자는 공항으로 아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비행기 도착 시각을 확인

하려고 전화했다.

어휘 plane[] 비행기  land[] 착륙하다  airport[] 

공항

15 ①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택배 기사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집

에 아무도 안 계신것 같네요.

여  어머,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십분 후에 집에 도착해요.

남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요. 3시에 다시 올게요. 괜찮으

세요?

여  잠깐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문 옆에 놔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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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자는 물건을 문 옆에 두고 가라고 했다.

어휘 delivery man 택배 기사, 배달원  package[] 소포  

leave[] 놓아두다 

16 ③

남  7시 10분에 출발하는 부산행 열차 표를 사고 싶습니다.

여  죄송하지만, 표가 매진되었습니다.

남  그러면, 다음 열차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여  오전 8시에요.

남  음. 전 정오 전에 부산에 도착해야 해요.

여  그러면 KTX를 타시는 게 좋겠어요. 그건 8시 30분에 출발해요. 정오 

전에 부산에 도착할 거예요.

남  좋아요. 얼마인가요?

여  5만 원입니다.

남  여기 있습니다.

해설 남자는 8시 30분에 출발하는 KTX를 탈 것이다.

어휘 sold out 표가 매진된  noon[] 낮 12시, 정오 

17 ②

① 남  너는 수필을 좋아하니?

 여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소설을 더 좋아해.

② 남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여  잘 선택한 것 같아.

③ 남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여  저기 있는 저 갈색이요.

④ 남  넌 얼마나 자주 영화 보러 가니?

 여  한 달에 2번 정도.

⑤ 남  실례지만,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  네, 복도를 쭉 따라 내려가면 있어요.

해설 ② 남자가 왜 늦었냐고 물었으므로, 그 이유에 관한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essay[] 수필  novel[] 소설  choice[] 선택  

hall[] 복도

18 ④

여  너 또 햄버거 먹었니?

남  응, 너무 바빴어. 점심 먹을 시간이 10분밖에 없었어.

여  음, 정크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아. 넌 너무 자주 먹어.

남  하지만 맛있잖아.

여  그렇지, 하지만 정크푸드는 열량이 높고, 지방으로 가득해. 건강을 유

지하려면 정크푸드를 멀리해야 해.

남  알았어, 알았다고.

해설 여자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남자의 습관에 대해 충고하고 있다.

어휘 in a hurry 바쁜  junk food 정크푸드  taste[] (…한) 맛이 

나다  though[] 하지만  calorie[] 열량, 칼로리  be full of 
…으로 가득 차다  fat[] 지방  stay away from …을 멀리하다  

keep fit 건강을 유지하다

19 ①

남  실례합니다. 공항행 고속버스가 여기에 몇 시에 서나요?

여  유감이지만 그 버스는 더 이상 이곳에 정차하지 않아요.

남  그렇지만 제가 지난달에도 탔었는데요.

여  네, 하지만 그 버스는 2주 전에 운행이 중단됐어요.

남  아, 저런. 그럼 공항에 어떻게 가야 하죠?

여  길 건너편에서 지하철을 타시면 돼요.

해설 공항행 고속버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

고 있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② 2주 후에 다시 오시면 될 거예요.

③ 유감이지만 지하철 노선을 잘못 타셨네요.

④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 거예요.

⑤ 비행편을 바꿀 수 있는지 항공사에 물어봅시다.

어휘 express bus 고속버스  anymore[] 더 이상   

[문제] wrong[] 잘못된  airline[] 항공사  flight[]  

비행; *항공편

20 ④

남  실례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아시나요?

여  네, 그래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  네, 부탁해요. Richmond 호텔을 찾고 있는데, 길을 잃은 거 같아요.

여  아, 그 호텔은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제가 그 역으로 가니, 함께 가면 

되겠어요.

남  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군요. 여기서 먼가요?

여  아니요. 빨리 걸으면 10분 걸릴 거예요.

해설 가려는 곳이 여기서 멀리 있는지 물었으므로,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

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에 있었어요.

② 네. 저도 당신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③ 미안하지만, 비결은 말해줄 수 없어요.

⑤ 당신이 호텔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어휘 look for …을 찾다  lost[] 길을 잃은  station[] 역, 

정거장  lucky[] 운이 좋은  far[] 멀리

12



정답 및 해설 

Dictation Test 1 pp. 46~51

01  1) was supposed to be here  2) sorry to hear that  
3) come on time  4) complain about this 

02  1) help me choose one  2) big flower on it   
3) the one with the butterfly  4) I’ll buy that one

03  1) for a long time  2) got bored with  3) go jogging 
in the park  4) started to learn swimming

04  1) be warm and rainy  2) lots of clouds   
3) shine all day 

05  1) having a problem  2) out of order   
3) make a withdrawal

06  1) did a wonderful job  2) want it cut even shorter  
3) make it short 

07  1) look worried  2) put more effort in   
3) taking an online course

08  1) How was the basketball game   
2) come and watch with us

09  1) How much did these cost  2) pretty cheap   
3) on sale 

10  1) having a special summer sale   
2) make purchases  3) don’t miss your chance

11  1) have you prepared all the food  2) want to invite  
3) Don’t forget 

12  1) give him a present  2) should we get him   
3) a pair of shoes  4) anything better 

13  1) coming to my party  2) have to work  3) feel well  
4) watch my little brother 

14  1) your plane arrive tomorrow  2) I’ll be landing   
3) coming out to the airport

15  1) package for you  2) in ten minutes   
3) can’t wait now  4) leave it by the door

16  1) all sold out  2) need to arrive  3) How much is it
17  1) prefer novels  2) it’s a good choice   

3) twice a month  4) right down the hall
18  1) in such a hurry  2) not good for your health   

3) tastes good  4) stay away from it 
19  1) doesn’t stop here anymore   

2) that bus stopped running   
20  1) need any help  2) I think I’m lost   

3) Is it far from here

실전모의고사 2회   pp. 52~53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①  17 ⑤  18 ②  19 ④  20 ⑤

01 ④

여  우리 내일 공원에서 자전거 타자.

남  좋아. 근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네.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여  기상 예보관이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올 거지만 내일은 완전히 갤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야외활동하기에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남  아, 잘 됐다.  

해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오지만 내일은 완전히 갤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forecaster 기상 예보관  clear up (날씨가) 개다  

completely[] 완전히  outdoor activity 야외활동 

02 ④

여  너 저 무늬 없는 티셔츠를 사려는 거야?

남  응. 왜? 무슨 문제 있어?

여  따분하잖아. 가운데에 가로지른 줄무늬가 있는 이건 어때?

남  음. 줄무늬는 좋지만, 나는 반소매가 필요해.

여  알았어. 그럼, 이건 줄무늬에 반소매야.

남  그래. 근데 그건 주머니가 없잖아.

여  주머니가 왜 필요하니? 그걸 사용하지도 않을 거잖아.

남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그걸로 할게.

해설 남자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있고 주머니는 없는 반소매 

티셔츠를 사기로 했다.

어휘 plain[] 분명한; *무늬 없는  boring[] 지루한, 따분한  

stripe[] 줄무늬  across[] 가로질러, 가로로  short 
sleeves 짧은 소매  

03 ③

남  오늘 수학여행 어땠니?

여  굉장했어요, 아빠. 제가 놀이공원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남  거기서 무엇을 했니?

여  테디베어랑 사진 찍고, 정글 보트를 탔어요!

남  네가 가장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도 탔어?

여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신 퍼레이드를 봤어요. 기념품으

로 이 인형도 샀어요!

남  네가 재미있었다니 기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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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롤러코스터는 줄이 너무 길어서 타지 않았다고 했다.

어휘 school trip 수학여행  amusement park 놀이공원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ride[] 타다 (ride-rode-ridden)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parade[] 퍼레이드, 행진   

souvenir[] 기념품

04 ⑤

여  안녕하세요. 다음 시카고행은 몇 시에 출발하죠?

남  4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여  좋아요. 표 한 장 주세요. 얼마에요?

남  한 장에 30달러입니다.

여  알겠어요. 여기 신용카드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 표입니다. 고객님 열차는 8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

다. 바로 저쪽이에요.

여  고맙습니다.

해설 표를 사고 기차의 승강장 위치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 기차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depart[] 출발하다  platform[] 승강장   

[문제] travel agency 여행사

05 ⑤

남  안녕, Gina. 와, 너 피부가 그을리고 기분도 좋아 보여.

여  고마워. 멕시코 해변에 누워서 일주일을 보냈거든.

남  멋진데. 정말 즐겁게 지냈나 보구나.

여  응, 수영하고 일광욕하는 게 좋았어. 근데 그게 이번 여행에서 최고는 

아니었어.

남  내가 맞혀볼게. 현지 시장에 쇼핑하러 갔었구나.

여  응, 그랬어. 그것도 재미있었지. 하지만 도시 관광을 한 것만큼 재미있

지는 않았어. 그게 최고였지.

남  재미있었겠다.

해설 여자는 수영, 일광욕, 쇼핑도 좋았지만 도시 관광이 가장 재미있었

다고 했다.

어휘 tan[] 황갈색의; 햇볕에 그을린  refreshed[t] (기분이) 

상쾌한  lie[] 눕다  local[] 지역의, 현지의  tour[] 관광, 

여행

06 ③

남  안녕, Marsha. 너 아직도 오늘 밤에 그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여  그렇긴한데, 숙제가 좀 있어. 다녀와서 끝내야만 해.

남  음, 영화가 8시에 시작해. 두 시간짜리니까 10시가 넘어서 집에 올 거야.

여  그건 너무 늦어!

남  어디 보자… 6시 30분에 시작하는 것도 있네.

여  아, 잘 됐다! 대신 그걸 보자!

남  그래, 나도 좋아.

해설 두 사람은 6시 30분에 시작하는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기로 했으므

로, 영화는 8시 30분에 끝날 것이다.

어휘 afterwards[] 나중에, 그 뒤에  another[] 

또 하나의, 다른  showing[] 상영  instead[] 대신에

07 ⑤

남  Kate. 오늘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잘하길 바랄게.

여  아! 기억하는구나! 고마워, Paul.
남  기분이 어때?

여  사실, 아주 긴장돼. 실수할까 봐 겁나지만, 대회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

남  걱정하지 마, Kate. 연습 많이 했잖아. 넌 분명히 잘할 거야.

해설 남자는 긴장하고 있는 여자에게 잘할 거라며 격려하고 있다.

어휘 competition[] 대회  nervous[] 긴장되는  

afraid[] 두려워하는, 겁내는  make a mistake 실수하다  

practice[] 연습하다

08 ④

여  안녕하세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찾고 있어요. 그 책이 있나요?

여  컴퓨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  네. 감사합니다.

여  저희가 소장하고 있긴 한데, 누군가가 그 책을 대출했어요. 그 분이 화

요일에 그 책을 반납할 겁니다.

남  알겠어요, 그때 다시 올게요.

해설 도서 보유 여부와 대출, 반납 등의 표현으로 보아 도서관 사서와 손

님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history[] 역사  borrow[] 빌리다  return[] 

반납하다

09 ④

여  안녕, John. 내가 외출했을 때 누가 전화했었니?

남  아니. 온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어.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여  음, 지난주에 면접을 봤거든.

남  아! 그들이 언제 전화한다고 했어?

여  그 일에 내가 뽑히면 오늘 전화해 준다고 했어.

남  음, 이제 겨우 4시 30분이야. 아직 전화가 올 수 있어.

여  응, 하지만 전화가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해설 여자는 면접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기다리며 떨어진 게 아닐까 걱정

하고 있다.

어휘 expect[] 기대하다  job interview (취업) 면접  

select[] 선발하다   [문제] pleased[] 좋아하는, 만족스러

14



정답 및 해설 

운  relieved[d] 안심한, 안도한

10 ④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Stacy입니다. 저는 우리의 학습 환경을 염려하

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저는 우리 교실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원봉사자 모임을 만들어

서 교실을 매달 꾸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산뜻한 기분을 느

끼게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게 투표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자신이 회장이 되면 교실 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것이므로 자신을 뽑

아 달라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어휘 be concerned about …을 염려하다, 걱정하다  

environment[] 환경  class president 회장, 반장  

pleasant[] 쾌적한, 즐거운  organize[] 조직하다  

volunteer[] 자원봉사자  decorate[] 꾸미다, 장식

하다   

11 ②

남  여보세요.

여  안녕, 나 영주야. 내 문자 못 받았어?

남  문자 보냈었니? 내 방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전화 확인을 못 했어. 무슨 

일이야?

여  너 이번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니?

남  응, 남동생과 등산을 갈 거야.

여  정말? 난 너와 공원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싶었는데.

남  미안해. 다음에 가자.

여  알았어.

해설 남자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남동생과 등산을 간다고 했다.

어휘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clean[] 청소하다  

check[] 확인하다   

12 ④

여  Han 항공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뉴욕행 표를 예매했는데요. 324편입니다.

여  네. 비행기 시간을 바꾸려고 하시나요?

남  아니요. 수하물 규정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20kg이 되는 짐을 

무료로 부칠 수 있나요?

여  네, 고객님. 25kg 미만의 짐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남  잘됐네요. 고맙습니다.  

해설 남자는 20kg인 수하물의 요금 규정에 대해 문의했다.

어휘 reserve[] 예약하다  flight number 비행기 번호  

schedule[] 일정  baggage[] 수하물, 짐  

regulation[u] 규정  for free 무료로  charge[] 요금

13 ③

남  이봐, Anna. 시내에 인도 음식점이 새로 문 연 거 알고 있었어?

여  정말? 난 인도 음식을 정말 좋아해!

남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거기 가봐야 해!

여  좋아. 내가 예약할까?

남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 그 음식점 웹사이트에서 쿠

폰을 다운로드 해줄래?

여  문제없지. 카레를 빨리 먹고 싶어!

해설 남자는 음식점 웹사이트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Indian[] 인도의  downtown[] 중심가에, 시내

에  book[] 책; *예약하다  coupon[] 쿠폰, 할인권  

curry[] 카레

14 ⑤

남  Lisa, 너 왜 수업에 늦었니? 늦잠 잤니?

여  아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남  그럼 이유가 뭐지? 차가 막혔니?

여  아니요. 실은 숙제를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서 그걸 가지러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남  알겠다. 다시는 지각하지 마라.

여  네, 안 할게요.

해설 여자는 숙제를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오느라 수업에 늦었다.

어휘 oversleep[] 늦잠 자다  reason[] 이유  heavy 

traffic 교통체증

15 ④

여  Charlie’s 서점의 개점 행사에 관해 들었어?

남  그 서점 지난 8월에 큰불이 나지 않았어?

여  그랬지, 근데 그 서점이 4번가에 있는 새 건물로 이전했어. 행사는 이

번 주 토요일이야.

남  10월 22일? 어떤 특별 행사를 하는데?

여  모든 소설이 반값이래.

남  좋은데. 우리 가자! 몇 시에 문을 여는데?

여  행사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계속된대.

해설 역사책이 아닌 소설책을 반값에 판매하는 특별 행사를 연다고 했다.

어휘 grand opening 개장, 개점  novel[] 소설  half-price 반

값의  last[] 지속하다   

16 ①

① 여  언제 제 머리를 할 수 있죠?

 남  멋진데요.

② 여  벌써 3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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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아니, 2시 45분이야.

③ 여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남  차로 2시간 정도요.

④ 여  도서관에서 만날까?

 남  좋아!

⑤ 여  네 새 노트북 컴퓨터 좀 보여 줄래?

 남  미안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해설 ① 언제 머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으므로, 시간과 관련된 응답이 적

절하다.

어휘 quarter[] 4분의 1; *15분  laptop[] 노트북 컴

퓨터 

17 ⑤

여  민호야, 너 어디에 있었니?

남  음반 가게에 있었어요. CD 두 장을 샀어요.

여  내가 오늘 아침에 너한테 준 돈을 다 써버린 거니?

남  아니요, 한 장에 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거스름돈으로 2,000원을 

받았고요.

여  민호야, 네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

남  알아요. 하지만 엄마, 그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들이에요.

해설 민호가 구입한 두 개의 CD는 각각 9,000원이고 거스름돈 2,000원

이 남았으므로, 엄마가 민호에게 준 돈은 20,000원이다.

어휘 change[] 거스름돈  waste[] 낭비하다

18 ②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메달을 딴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수영

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섯 살이었습니다. 초반에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조차 제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계속했

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해설 수영을 잘하지 못했던 여자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메달

을 딸 수 있었으므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이 여

자가 겪은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린다. 

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③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④ 끼리끼리 모인다.     ⑤ 한 가지 일에 몽땅 다 걸지 마라.

어휘 honor[] 영광, 영예  win the gold medal 금메달을 따다  

float[] (물에) 뜨다  at first 처음에  continue[] 계속하

다   [문제] leap[] 뛰다, 뛰어오르다  time and tide 세월  

flock[] 모이다  

19 ④

남  너 야구 보는 거 좋아해?

여  응. 왜?

남  오늘 오후에 야구 경기 보러 갈래? 플레이오프전이야.

여  오늘?

남  응, 재미있을 거야. 나와 같이 가자.

여  음…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남  왜 안 가?

여  경기장에 있기엔 너무 더워.

해설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응답이 와야 한다.

① 좋아.

② 그걸 듣게 되어 유감이야.

③ 나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해.

⑤ 우리 그보다 일찍 만나는 게 어때?

어휘 playoff[] (시즌 종료 후의) 우승 결정전    

[문제] stadium[] 경기장

20 ⑤

남  우리 개 Lucy의 사진 좀 봐. 귀엽지 않니?

여  예쁘다, 특히 눈이 말이야. 그 개를 어디서 얻었어?

남  우리 이모가 주셨어. 이모는 개를 많이 기르시거든.

여  나도 한 마리 기르고 싶어.

남  너 개를 좋아해? 한 마리 키우지그래?

여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개를 좋아하지 않으셔.

해설 개를 좋아하면 한 마리 키우라고 했으므로, 그와 관련된 응답이 와

야 한다.

① 응. 난 애완동물이 많이 있어.

② 난 개를 싫어해서.

③ 그래, 하지만 먼저 이모께 여쭤보자.

④ 맞아, 난 개가 몇 마리 있어.

어휘 especially[] 특히  aunt[] 고모, 이모    

[문제] pet[] 애완동물  several[] 몇몇의

Dictation Test 2 pp. 54~59

01  1) ride bikes at the park  2) getting cloudy   
3) clear up completely 

02  1) something wrong with it  2) short sleeves   
3) have a pocket  4) won’t use it anyway

03  1) took a picture with  2) people waiting in line   
3) you had fun

04  1) the next one  2) I’d like to buy   
3) Here’s my credit car

05  1) lying on the beach  2) the best part of the trip   
3) as fun as 

06  1) finish it afterwards  2) two hours long   
3) there’s another showing  4) fine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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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07  1) at the piano competition  2) How do you feel   
3) you’ll do fine

08  1) looking for a book  2) Let me check   
3) someone has borrowed it  4) come back then

09  1) while I was out  2) had a job interview   
3) if I was selected  4) I’m beginning to think 

10  1) I’m concerned about  2) make our classroom 
more pleasant  3) feel refreshed 

11  1) check my phone  2) have any plans   
3) go inline skating 

12  1) reserved a ticket  2) change your flight schedule  
3) no charge for 

13  1) why I’m telling you  2) book a table   
3) I can’t wait 

14  1) got up early  2) forgot to bring my homework   
3) Don’t be late again

15  1) the grand opening event  2) moved to a new 
building  3) Sounds great 

16  1) get my hair done  2) a quarter to three   
3) two hours by car  4) Can you show me 

17  1) Where have you been  2) spend all of the money  
3) in change  4) shouldn’t waste your money 

18  1) win the gold medal  2) in the early days   
3) I feel proud of myself 

19  1) like watching baseball  2) go to see a baseball 
game  3) Come with me  4) Why not

20  1) picture of my dog  2) gave her to me   
3) Why don’t you get one

실전모의고사 3회  pp. 60~61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②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③  19 ⑤  20 ⑤

01 ⑤

여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전 일기예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였

습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며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맑게 

개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따뜻하고 맑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소나기가 올 예정이지만, 월요일 아침에는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내일은 맑게 갤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report 일기예보  throughout[] …동안 죽,  

내내  whole[] 전체의  strong[] 강한  bright[] 밝은  

shower[] 샤워; *소나기

02 ③

여  안녕하세요. 제 새집에 들여놓을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남  우린 여러 종류의 탁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탁자는 최신 모

델입니다.

여  오, 독특하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 어울릴 것 같진 않아요. 원형 탁자

를 보여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다리가 하나인 이 탁자는 어떤가요?

여  음, 다리가 네 개 있는 저것이 더 좋겠어요. 그것이 더 유행을 안 타는 

스타일 같아요.

남  알겠습니다. 

해설 여자는 둥근 모양에 다리가 네 개 있는 탁자를 골랐다.

어휘 kind[] 종류, 유형  triangular[u] 삼각형의  

latest[] 최신의  unique[] 독특한  go well 어울리다  

prefer[] …을 (더) 좋아하다  classic[] 고전적인, 유행을 

안 타는 

03 ①

남  Ryan은 공원에서 Susan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인라

인스케이트를 타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은 2시 25분이다. Susan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Ryan
은 그녀를 거의 한 시간이나 기다렸고, 그녀는 그에게 다시는 늦지 않

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설 Ryan은 Susan이 약속에 자꾸 늦어서 화가 났을 것이다.

어휘 agree[] 동의하다  almost[] 거의  keep one’s 

promise 약속을 지키다   [문제] scared[] 무서운  

lonely[] 외로운

04 ⑤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서요. 신혼여행 계획을 도와주실 수 있나

요?

여  물론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나요?

남  음, 저희는 신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  알겠습니다. 이 책자들을 보세요.

남  와, 이 해변들은 정말 아름답네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많지 

않아서요.

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떤 예산이든 맞는 패키지들이 있답니다.

해설 남자는 신혼여행 상담을 위해 여행사를 찾았다.

어휘 honeymoon[] 신혼여행  have ... in mind …을 염두

17



에 두다, 생각하다  take a look at …을 훑어보다  brochure[] 

(광고, 안내용) 책자  package[] 소포; *(여행 등의) 패키지  

fit[] 적합하다, 들어맞다  budget[] 예산   [문제] wedding 

hall 예식장    

05 ④

여  디저트 좀 드시겠습니까?

남  아뇨, 괜찮아요. 그냥 계산서 주세요.

여  여기 있습니다.

남  잠깐만요, 총액이 22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 식사는 20달러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사람당 10달러였잖아요.

여  맞습니다. 식사비용 20달러에 세금으로 2달러가 더해진 거예요.

남  아, 알겠습니다. 여기 50달러가 있어요.

해설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식사 20달러와 세금 2달러를 합한 22달

러이고, 50달러를 냈으므로 28달러를 거슬러 받아야 한다.

어휘 check[] 검사; *계산서  total[] 합계, 총액  

meal[] 식사  come to (총계가) …가 되다  tax[] 세금

06 ④

남  Julie, 무슨 일이야? 걱정스러워 보여.

여  실은, 어제가 Josh의 생일이었는데, 그 애에게 ‘생일 축하해’라고 말

하는 걸 깜박했어.

남  아, 그래서 지금 그가 기분 상해있는 거구나.

여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실망한 것 같아.

남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여  그의 기분이 나아지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  편지를 쓰는 게 어때? 그런 다음 작은 선물이랑 같이 주는 거야.

해설 남자는 실망한 Josh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지와 선

물을 제안하고 있다.

어휘 upset[] 속상한, 마음이 상한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07 ③

남  어디로 가시나요, 손님?

여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주세요. 이 근처에서는 택시를 잡기가 힘드네요.

남  지금이 하루 중에서 바쁜 시간이거든요.

여  10분 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남  글쎄요, 교통량이 많아서 아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여  고맙습니다.

해설 월드컵 경기장에 가려는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get a cab 택시를 잡다  traffic[] 교통(량)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08 ③

여  콘서트가 8시에 시작하지, 그렇지?

남  응. 우리 콘서트홀에서 만날까?

여  먼저 저녁을 먹는 거 어때? 나는 일본 음식점에 가고 싶어.

남  그거 좋은 생각이다. 7시에 너희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여  너무 늦지 않아? 저녁 먹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야. 대신 6시 30
분은 어때?

남  좋아.

해설 7시에 만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여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pick ... up …를 태우러 가다  in front of …의 앞에  

instead[] 대신에

09 ②

남  여기 네 탑승권이야.

여  고마워. 난 면세점을 둘러볼 건데. 같이 갈래?

남  아니. 난 화장실에 가야 해. 그리고 비행기에서 읽을 책을 살 거야.

여  그래, 그럼 17번 탑승구에서 30분 후에 만나는 게 어때?

남  좋아.

해설 남자는 먼저 화장실에 갔다가 책을 사러 간다고 했다.

어휘 boarding pass (여객기의) 탑승권  duty-free shop 면세점  

restroom[] 화장실  gate[] 문; *(공항의) 탑승구

10 ④

남  여보세요? Tony’s 피자가게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제가 5분 전에 라지 사이즈 포테이토 피자를 주문했는데

요. 주문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남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여  저는 Mary Rain이고, 워싱턴 가 32번지예요.

남  확인해 볼게요. 오, 운이 좋으시군요. 아직 주문을 바꿀 시간이 있네요.

여  다행이네요! 라지 대신 미디엄 사이즈로 바꾸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여  얼마나 걸릴까요?

남  30분 안에 배달될 거예요.

해설 여자는 피자를 라지 사이즈에서 미디엄 사이즈로 변경하기 위해 전

화를 걸었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주문  wonder[] …을 알고 싶

어하다  be in luck 운이 좋다  deliver[] 배달하다  

within[] …이내에

11 ①

여  안녕, Justin. 뭐 읽고 있어?

남  우리 도시에서 여러 은행을 턴 남자에 관한 신문 기사야.

18



정답 및 해설 

여  끔찍하군.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

남  맞아. 난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의 범죄를 막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  와. 네가 총을 휴대하고 나쁜 사람들을 체포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걸.

남  사실, 내 꿈은 판사가 되는거야. 난 범죄자들을 오랫동안 감옥에 두고 

싶어.

여  아, 그렇구나.

해설 남자는 판사가 되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어휘 article[] 기사  rob[] 훔치다  scary[] 무서운  

imagine[] 상상하다  gun[] 총  arrest[] 체포하다  

judge[] 판사  criminal[] 범인, 범죄자  jail[] 감옥

12 ②

남  너 여행 갈 거니?

여  응. 다음 주에 남아메리카에 갈 거야.

남  정말? 남아메리카 어디?

여  브라질, 칠레, 페루를 여행할 거야.

남  나도 브라질에 가봤어.

여  그래?

남  응. 정말 멋졌어. 근데 칠레도 무척 아름답다고 들었어.

여  응, 나도. 하지만 난 페루에 더 관심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거기

에 더 오래 머물 거야.

해설 여자는 페루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 머물 것이라고 했다.

어휘 take a trip 여행하다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13 ⑤

남  여기 우리 박물관 견학 일정이 있어. 15일이야.

여  그래. 아침에 학교에서 떠나는 거야?

남  응. 9시 30분에 출발해서 11시에 박물관에 도착해.

여  좋네.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

남  2시간. 그리고 Tom’s 샌드위치 가게에서 점심을 먹을 거야.

여  완벽한데. 그럼 학교에 언제 돌아오는 거야?

남  4시에 돌아올 거야.

해설 4시에 집이 아닌 학교에 도착할 예정이다.

어휘 field trip 현장 학습, 견학  museum[] 박물관  

perfect[] 완벽한  get back 돌아오다 

14 ④

여  왜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니?

남  죄송해요. 실은,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요.

여  왜 안 끝냈니?

남  저는 숙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여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이 처음이니까 내일 

제출하면 네 숙제를 받을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남  네,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해설 남자는 숙제 기한을 잘못 알아서 숙제를 해오지 못했다.

어휘 hand in 제출하다  due[] …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confused[] 혼란스러운  happen[] 일어나다   

turn in 제출하다  promise[] 약속하다

15 ④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어린 왕자> 책이 있나요?

남  아니요, 그 책이 현재 매진이에요. 하지만 내일 새 책들이 들어올 거예

요.

여  잘됐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남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그건 정오에 도착할 겁니다.

여  알겠어요. 그럼 그때 여기에 올게요.

해설 책이 내일 정오에 도착한다고 해서 여자는 그때 다시 온다고 했다.

어휘 currently[] 현재  copy[] (책·잡지의) 부   

16 ②

여  패스트푸드에 질리셨나요? 그럼 Farmer Charlie’s에 오셔서 슬로

푸드를 즐기세요. 저희 식당의 채소들은 모두 지역 농민들에 의해 유

기농으로 길러져서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금

이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저칼로리 요리만을 제공합니다. 그래

도 여전히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 요리사들은 모두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다

정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해설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휘 be tired of 싫증이 나다  vegetable[] 채소   

organically[] 유기농으로  local[] 지역의, 지방의  

nutritious[] 영양가가 높은  dish[] 요리  train[] 훈

련하다, 교육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  

friendly[] 정다운, 친절한

17 ⑤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과 후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은 주목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네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니스, 하키, 그림과 춤입니다. 프로그램은 3월 1일에 시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양식을 작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셔야 합

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방과 후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작일, 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어휘 pay attention 주목하다  provide[]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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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그림  fill out a form 양식을 작성하다  

submit[] 제출하다

18 ③

① 남  그 오페라는 어땠어?

 여  약간 지루했어.

② 남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여  나는 역사가 제일 좋아.

③ 남  지난 일요일에 뭐 했어?

 여  난 미술관에 갈 거야.

④ 남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여  콜라 주세요.

⑤ 남  공원에서 테니스 치는 거 어때?

 여  아니, 나는 집에 있고 싶어.

해설 ③ 남자는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을 물었는데,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색하다.

어휘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subject[] 과목   

art museum 미술관 

19 ⑤

여  이봐, Bill. 너 어디 가는 거니?

남  나는 요가 수업을 들으러 시내에 가는 중이야.

여  네가 요가를 배우고 있는지 몰랐어. 언제 시작했니?

남  지난달에. 너도 수업 듣는 데 관심이 있니?

여  응, 나도 배우고 싶어. 수업이 언제니?

남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6시야.

해설 수업이 언제인지를 물었으므로, 수업 시간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적

절하다.

① 넌 6시에 예약되어 있어. ② 한 달에 6만 원이야.

③ 난 3주간 그 수업을 들었어. ④ 각 수업은 1시간 30분이야.

어휘 take a class 수업을 듣다  

20 ⑤

남  우리 파티 준비 다 됐니?

여  아니. 해야 할 것이 몇 개 더 있어.

남  정말? 하지만, 사람들이 한 시간 후에 올 거야! 뭐가 남았지?

여  의자를 놓고, 장식을 달고, 식탁을 차려야 해.

남  좋아. 내가 의자를 놓는 동안 넌 장식을 달면 되겠다.

여  식탁을 차리는 건?

남  의자를 놓고 나서 내가 할게.

해설 여자는 식탁을 언제 차릴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응답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식탁은 충분해. 

② 그건 이미 차려져 있어.

③ 파티가 끝나고 그것들을 고치면 돼.

④ 나를 위해 그걸 해 줘서 고마워.

어휘 set up 똑바로 놓다  put up (장식을) 내걸다  

decoration[] 장식  arrange[] 정리하다    

[문제] fix[] 고치다

Dictation Test 3 pp. 62~67

01  1) throughout this whole week   
2) until Sunday afternoon  3) will be gone 

02  1) buy a table  2) looks unique   
3) looks more classic 

03  1) planned to inline skate  2) agreed to meet   
3) waited for her  4) kept her promise

04  1) have a place in mind  2) take a look at   
3) fit every kind of budget

05  1) Would you like some dessert  2) Here you go   
3) for tax

06  1) I forgot to say  2) looks disappointed   
3) give it to him 

07  1) hard to get a cab  2) get there in ten minutes   
3) do my best 

08  1) Shall we meet  2) pick you up   
3) enough time for dinner

09  1) your boarding pass  2) look around   
3) a book to read  4) in thirty minutes

10  1) change my order  2) time to change your order  
3) How long will it take

11  1) who robbed several banks  2) who stops them  
3) arresting bad guys  4) put criminals in jail 

12  1) taking a trip  2) Where in South America   
3) more interested in 

13  1) schedule for our field trip   
2) arrive at the museum  3) get back to the school

14  1) hand in your homework  2) was confused   
3) turn it in

15  1) sold out  2) be back  3) at noon
16  1) were grown organically  2) without a lot of salt  

3) we ensure that 
17  1) are interested in  2) provide four programs   

3) fill out the form 
18  1) a little boring  2) I like history the most   

3) something to drink  4) I’d rather stay home
19  1) going downtown  2) you were learning yoga   

3) joining the class
20  1) ready for the party  2) set up the chairs   

3) arrange the chairs

20



정답 및 해설 

Word Test 1~3    pp. 68~69

A
01 늘 그렇듯이, 평소처럼    02 호기심이 많은 

03 불평하다 04 결정하다  05 노력 

06 추가의 07 구매 

08 고전적인, 유행을 안 타는   09 놓아두다 

10 건강을 유지하다 11 요금   12 …을 찾다 

13 잊다 14 완전히  15 지루한, 따분한 

16 출발하다 17 여행사  18 (기분이) 상쾌한 

19 지역의, 현지의 20 나중에, 그 뒤에 21 대신에 

22 대회 23 연습하다 24 자원봉사자 

25 꾸미다, 장식하다 26 예약하다 27 늦잠 자다 

28 충분한 29 …동안 죽, 내내 30 전체의 

31 최신의 32 독특한   33 거의  

34 무서운  35 예산  36 삼각형의 

37 식사 38 택시를 잡다 39 …이내에 

40 제출하다 

B 
01 go jogging 02 win 03 grade 

04 change 05 customer 06 boring 

07 flight 08 middle 09 butterfly 

10 return 11 machine  12 employee 

13 expensive 14 across 

15 amusement park    16 souvenir 

17 borrow 18 history 19 decoration 

20 relieved  21 environment 22 organize 

23 heavy traffic 24 deliver  25 waste 

26 float 27 for free 

28 weather report 29 prefer  30 agree 

31 arrange 32 check 33 gate  

34 judge 35 nutritious 36 expect 
37 fit 38 tax 39 in front of 
40 prepare

실전모의고사 4회   pp. 70~71

01 ②  02 ⑤  03 ②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④  0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②  17 ②  18 ⑤  19 ②  20 ①

01 ②

남  와, 이 사진 굉장하다. 어디야?

여  아, 알프스 산맥이야. 산들이 정말 아름다웠어.

남  그러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여  왼쪽에 큰 배낭을 메고 있는 남자는 우리 오빠야.

남  네 오른쪽에 빨간 파카를 입은 사람은 누구야?

여  우리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는 같이 무척 재미있었어.

해설 사진 속에는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여자의 왼쪽에는 큰 배낭을 멘 

남자가, 오른쪽에는 빨간 파카를 입은 남자가 있다.

어휘 the Alps 알프스 산맥  backpack[] 배낭  

parka[] 파카 

02 ⑤

남  제 치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  왜 그러는데? 아프니?

남  네. 그리고 차가운 걸 마시면 더 아파요.

여  아. 당장 치과에 가봐야겠다.

남  알아요. 하지만 갈 수 없어요.

여  왜? 치과가 무서워?

남  아니요. 오늘은 숙제가 많아서요.

여  하지만 넌 가야 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질 거야. 숙제는 

나중에 해. 가자.

해설 남자는 오늘 숙제가 많아서 치과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어휘 wrong[] 잘못된  tooth[] 치아  hurt[] 아프다  

see a dentist 치과에 가다  be afraid of …을 두려워 하다  

treat[] 다루다; *치료하다

03 ②

남  Mary의 생일 선물을 사고 싶은데,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

여  꽃을 사주는 건 어때?

남  지난달에 이미 꽃다발을 주었어.

여  음. 반지나 목걸이를 사주는 건 어때?

남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

여  그러면 책은 어때? 그녀는 소설 읽는 걸 좋아하잖아.

남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고마워.

해설 남자는 여자의 조언에 따라 소설책을 선물하기로 했다.

어휘 gift[] 선물  a bunch of 한 다발의, 한 묶음의  

necklace[] 목걸이  novel[] 소설    

[문제] perfume[] 향수

04 ②

여  여기 제 표와 여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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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사이판으로 가는 3시 비행기를 타실 거죠?

여  네.

남  알겠습니다. 여기 손님의 탑승권이 있습니다. 27번 탑승구입니다.

여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남  30분밖에 없어요. 최소한 출발 시각 15분 전에는 탑승구에 계셔야 합

니다. 

여  아, 이런! 서둘러야겠네요.

해설 비행기 출발 시각은 3시이고, 30분 남았다고 했으므로 현재 시각은 

2시 30분이다.

어휘 passport[] 여권  boarding pass 탑승권  

hurry[] 서두르다

05 ⑤

남  안녕, Angelina!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여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장난 그만해. 나야, Fred. 옛날 같은 반 친구.

여  죄송한데요. 저는 Fred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제 이

름은 Angelina가 아니고요.

남  아, 정말요?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여  천만에요. 음, 괜찮으시다면 전 가봐야겠어요.

해설 남자는 옛 동창인 줄 알고 여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다른 사

람인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어휘 classmate[] 반 친구  [문제] embarrassed 

[t] 당황스러운

06 ②

남  운전 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여  여기 있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남  네, 너무 빨리 운전하셨어요. 당신에게 과속 딱지를 드릴 수밖에 없네

요.

여  아, 죄송해요. 제가 급했어요.

남  다음번엔 좀 더 주의해서 운전하세요.

여  네, 그럴게요.

해설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driver’s license 운전 면허증  ticket[] 표; *(위반) 딱지  

speeding[] 속도 위반  in a hurry 서둘러서  

carefully[] 주의하여

07 ④

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기 예보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창한 

햇살을 즐겼지만, 이 좋은 날씨는 내일로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예정이니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온종일 맑겠습니다.

해설 내일은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다.

어휘 weather report 일기 예보  sunshine[] 햇빛  

heavily[] 심하게, 많이  all day 온종일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08 ④

남  나는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아주 자랑스러

워.

여  그래. 그리고 매년 훨씬 더 커지고 있어.

남  맞아. 올해는 볼 영화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들었어. 

여  굉장하다. 난 특히 남미 영화에 관심이 있어. 넌 어때?

남  음, 나는 몇몇 유명 배우와 감독들을 만나고 싶어.

여  하하. 나도 그래.

해설 두 사람은 많은 영화가 상영되며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인 영화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휘 event[] 행사  film[] 영화  particularly[u] 

특히  actor[] 배우  director[] 감독

09 ②

남  너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때?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잖아.

여  그러고 싶지만, 나는 지금 공항에 가야 해.

남  거기에 왜 가는데?

여  내 동생 Ron이 중국에서 귀국하거든. 그래서 차로 데리러 가려고.

남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저녁 같이 먹자. 조심해서 운전해.

해설 여자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동생을 공항으로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다.

어휘 airport[] 공항  pick up …를 (차로) 태우러 가다

10 ⑤

여  이건 어떠세요?

남  잘 모르겠네요. 그게 결혼식 때 입고 가기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  그럼요. 그걸 입으면 멋질 거예요. 남색은 손님을 위한 색이에요.

남  좋아요. 사기 전에 입어봐도 되죠?

여  물론이죠. 탈의실은 저쪽에 있어요.

남  네. 몇 분 후에 돌아올게요.

여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해설 남자가 옷을 구매하기 전에 입어보고 있는 상황으로, 옷가게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navy[] 짙은 남색  try on 입어 보다  dressing room 탈의

실  in a few minutes 몇 분 안에   [문제] art gallery 미술관  

clothing store 옷가게  

11 ②

여  우리 학교에 새로운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Gamers 동아리라고 하

고,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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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지

요. 지금은 6명의 회원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랍니

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방과 후 4시에 모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목요

일에 29번 방으로 오세요.

해설 게임대회 출전을 위해 준비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be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다  member[] 회원  

after school 방과 후에

12 ③

여  여보세요, 김 박사님의 치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저는 Tom Lee인데요. 제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여  예약이 언제였나요?

남  수요일 5시 30분이요. 금요일 4시로 바꾸고 싶어요.

여  좋습니다. 그때 뵐게요.

남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치과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어휘 dental clinic 치과  appointment[] 약속, 예약

13 ③

남  식사는 어떠셨나요?

여  파스타와 샐러드가 아주 훌륭했어요.

남  다행이네요. 여기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  20달러요? 알겠어요.

남  회원 카드가 있으신가요?

여  네, 그런데요.

남  그렇다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아, 그거 좋네요. 여기 있습니다.

해설 원래 식사 가격은 20달러지만, 회원 카드로 10% 할인이 되므로 18
달러를 내면 된다.

어휘 meal[] 식사  excellent[] 훌륭한, 매우 좋은  

check[] 계산서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discount[] 할인

14 ④

① 50명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들과 채팅을 한다.

② 20명의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했다.

③ 15명의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④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쇼핑에 이용한다.

⑤ 5명의 학생만이 주로 사진 찍는 데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해설 ④ 스마트폰을 쇼핑에 이용하는 학생 수는 10명으로, 사진 찍는 데 

이용하는 학생 수 5명보다 많다. 

어휘 chat[] 채팅하다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take a 

picture 사진 찍다 

15 ③

여  좋아요. 이걸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여기 앉으세요. 이 숫자가 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남  음… 3이요.

여  이건요?

남  4인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여  알겠어요. 이제부터 안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  안경이요? 오, 이런.

여  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이 더 나빠질 거예요.

해설 남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직업

은 안과 의사이다.

어휘 cover[] 가리다  from now on 이제부터, 향후  

eyesight[] 시력

16 ②

여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저렴한 노트북 컴퓨터를 찾았어.

남  아, 얼만데?

여  500달러야. 60퍼센트 할인된 거지. 싸지 않니? 나는 그걸 살 거야.

남  그거 너무 싼걸.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나는 네가 신중해야 한다

고 생각해. 네 돈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웹사이트

에 대해 정보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

여  그래, 네 말이 맞아.

해설 남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으므로 ‘돌다리도 두들

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②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③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⑤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어휘 careful[] 신중한  lose[] 잃다  avoid[] 피하다  

information[] 정보   [문제] leap[] 뛰어오르다  silver 

lining 구름의 흰 가장자리; *밝은 희망

17 ②

① 여  경기가 언제 시작하지?

 남  10분 후에 시작할 거야.

② 여  표 남은 게 있나요?

 남  별말씀을요.

③ 여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남  응. 구름이 끼고 어둡잖아.

④ 여  나는 저 갈색 부츠가 맘에 들어.

 남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⑤ 여  빨간 장미 12송이를 사고 싶어요.

 남  죄송합니다. 5송이만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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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표가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그 여부를 알려주는 대답이 와야 자

연스럽다.

어휘 dark[] 어두운  look good on ... …에게 잘 어울리다 

18 ⑤

남  엄마, 왜 그렇게 브라우니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  음, 집에서 만든 브라우니로 새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남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것들 전부를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여  아, 네가 날 도와줄 거야.

남  엄마, 죄송하지만, 전 할 수 없어요. 숙제가 많거든요.

여  알아. 하지만 지금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면, 오늘 오후에는 숙제

를 할 수 있을 거야.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브라우니 나눠주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어휘 give ... out (많은 사람들에게) …을 나눠주다

19 ②

남  너 블로그 있니?

여  응. 나는 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랑 음식점에 대해 올려. 너

는?

남  나도 하나 있는데 자주 방문하거나 무언가 올리거나 하지는 않아.

여  왜 안하는데?

남  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

여  나는 거의 매일 내 블로그에 사진들을 올려. 내 블로그에 방문해서 내 

사진들을 보지 않을래?

남  좋아. 주소를 알려줘.

해설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해달라는 여자의 요청에 대한 답이 와야 한다.

①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③ 물론이지, 너 오늘 좋아 보여.

④ 내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 ⑤ 내 블로그는 날마다 업데이트돼.

어휘 blog[blg] 블로그  post[] (웹 사이트에 정보 등을) 올리

다   [문제] address[e] 주소  own[] 자신의  update[]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20 ①

남  안녕, Christina. 한동안 너를 보지 못했어.

여  그러게. 기말고사 공부하느라 바빴어. 하지만 이젠 드디어 끝났어.

남  어떻게 봤어? 벌써 결과가 나왔어?

여  응. 오늘 성적표를 받았어. 전 과목 A를 받았어.

남  잘했어.

해설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여자의 말에 칭찬의 표현이 오는 것이 적절하

다.

② 그것 참 안됐다.  ③ 오랜만이야.

④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⑤ 힘내.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어휘 in a while 한동안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final exam 기말고사  finally[] 마침내  be over 끝나다  

report card 성적표

Dictation Test 4 pp. 72~77

01  1) Where is it  2) wearing the big backpack   
3) had so much fun together

02  1) something wrong with my tooth   
2) should see a dentist  3) get worse

03  1) what I should buy  2) a bunch of flowers   
3) too expensive  4) likes to read novels

04  1) my ticket and passport  2) Your boarding gate   
3) at least  4) had better hurry

05  1) Long time no see  2) Stop kidding around   
3) you were someone else  4) have to be going 

06  1) your driver’s license  2) give you a ticket   
3) drive more carefully 

07  1) enjoyed wonderful sunshine  2) rain heavily   
3) the day after tomorrow 

08  1) getting even bigger  2) many films to see   
3) particularly interested in 

09  1) have dinner together  2) go to the airport   
3) pick him up  4) some other time

10  1) What do you think of  2) try it on   
3) wait over here

11  1)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2) how the games are made  3) meet after school

12  1) How may I help you  2) change my appointment  
3) See you then

13  1) were excellent  2) have a membership card   
3) get a 10% discount

14  1) chat with their friends  2) use social media   
3) play games on their smartphones   
4) to take pictures 

15  1) cover your right eye  2) need glasses from now on  
3) your eyesight will get worse 

16  1) found a cheap laptop  2) you should be careful  
3) find out more information 

17  1) any tickets left  2) it’s going to rain   
3) look good on you

18  1) our new neighbors  2) give them all out   
3) will be able to

19  1) have a blog  2) post things often   
3) put pictures on mine 

20  1) in a while  2) they’re finally over   
3) got my repor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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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5회  pp. 78~79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③  12 ①  13 ④  14 ②  15 ④

16 ①  17 ②  18 ⑤  19 ④  20 ③

01 ③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날씨 변화가 심할 것입

니다. 아침에는 맑겠지만, 오후에는 몇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

요일에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맑고 화창하겠으니, 

원하시는 어떠한 야외활동이라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금요일에는 종일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several[] 여러 번의  shower[] 소나기  outdoor 

activity 야외활동

02 ④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케이블카 표 2장 주세요. 어른 한 명, 어린이 한 명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편도로요, 아니면 왕복으로요?

남  왕복표로 주세요.

여  어른은 15달러, 어린이는 7.5달러입니다.

남  네, 여기 있어요.

해설 어른 한 명의 왕복 요금은 15달러이고 어린이 한 명의 왕복 요금은 

7.5달러이므로, 남자는 총 22.5달러를 내야 한다.

어휘 cable car 케이블카  adult[] 성인, 어른   

one-way[] 편도의  round-trip[] 왕복의

03 ③

여  신사 숙녀 여러분, 보스턴행 열차가 밤 10시 도착 예정이었으나, 불행

히도 약간 지연되겠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출

발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15분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

송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열차의 도착 예정 시각은 밤 10시였으나, 15분 지연될 거라고 했으

므로 10시 15분에 도착할 것이다.

어휘 be scheduled to-v …할 예정이다  slight[] 약간의, 조금

의  delay[] 지연  due to …때문에  depart[] 출발하다  

expect[] 예상하다

04 ④

여  Jim은 어디 있죠? 내가 어제 그에게 회의가 9시에 시작할 거라고 말

했는데.

남  아, 그가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았나요? 그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여  왜죠? 그가 아픈가요?

남  아니요, 그의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으셔서, 어젯밤에 병원에 갔거든요.

여  유감이군요.

해설 Jim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느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어휘 meeting[] 회의  heart trouble 심장병

05 ③

여  실례합니다만, 저희가 좌석을 찾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남  그러죠. 표를 볼 수 있을까요?

여  여기 있어요.

남  좋아요. 저쪽으로 걸어가야 해요. 외야 쪽에 앉으시겠네요.

여  저런. 경기를 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남  아니요, 경기가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홈런볼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여  좋네요. 

해설 외야석에 앉아 홈런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

하는 장소는 경기장이다. 

어휘 seat[] 자리  outfield[] 외야  view[] 경관, 전망  

chance[] 가능성, 기회  catch[] 잡다    

[문제] stadium[] 경기장, 구장  theater[] 극장  

06 ④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남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개설하고 싶으세요?

여  저축 예금 계좌로요.

남  좋아요.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  알겠어요.

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해설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곳은 은행이므로, 은행원과 손님간의 대화

이다.

어휘 open an account 계좌를 개설하다  savings account 저축 예

금 (계좌)  fill out 기입하다, 작성하다  form[] 서식; *신청 용지  

ID card 신분증 

07 ⑤

여  너는 졸업 선물로 뭘 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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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저는 항상 자전거를 갖고 싶었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여  내가 맞혀 볼게. 스마트폰을 갖고 싶니?

남  아니요, 전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  그러면, 무엇을 원하니?

남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갖고 싶

어요.

여  알겠다, 내일 오후에 그걸 사러 가게에 가자.

해설 남자는 스케이트보드가 갖고 싶다고 했다.

어휘 graduation[] 졸업  bike[] 자전거  change 

one’s mind 생각을 바꾸다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스케이트보드

08 ④

여  너 휴가 계획 있니?

남  응, 나는 가족과 태국에 갈 거야.

여  그거 멋지구나!

남  응, 나는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탐험할 거야. 빨리 가고 싶어.

여  정말 좋겠다!

남  너는? 넌 계획이 뭐야?

여  사실, 아직 아무 계획도 없어. 네가 부럽다.

해설 남자는 휴가로 태국에 가게 되어 들떠 있다.

어휘 vacation[] 휴가, 방학  Thailand[] 태국   

explore[] 탐험하다  jungle[] 밀림, 정글  envy[] 

부러워하다 

09 ⑤

여  백화점 옆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봤니?

남  아니, 못 가봤는데. 너는 가봤어?

여  응. 그 식당의 음식들은 맛있었어.

남  거기 피자와 스테이크 먹어봤어?

여  응. 그것들도 맛있었지만, 최고의 음식은 스파게티야. 환상적이지. 너

도 먹어봐.

남  좋아, 오늘 저녁에 가봐야겠다.

해설 여자는 스파게티가 그 음식점에서 최고의 음식이라고 추천했다.

어휘 department store 백화점  delicious[] 맛있는  

dish[] 접시; *음식  fantastic[] 환상적인   

[문제] risotto[] 리소토 (이탈리아식 볶음밥)

10 ①

남  이번 주말에 정원 중학교는 가을 축제를 엽니다. 1학년과 2학년 학생

들의 장기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밴드의 공연과 미술 동아리의 

전시회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이번 축제를 열

심히 준비했으니, 오셔서 함께 즐겨주세요!

해설 주말에 개최되는 학교 축제를 안내하고 있다.

어휘 festival[] 축제  talent show 장기 자랑  

performance[] 공연  exhibition[] 전시회

11 ③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학교의 연례 영어의 날입니다. 내일

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릴 것

입니다. 정오에는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입

니다. 3시에는 연극 동아리에서 공연하는 영어 연극이 있습니다. 5시

에는 대강당에서 뒷풀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어의 날을 

즐기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세 시에는 연극 동아리의 영어 연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휘 annual[] 연례의, 매년의  schedule[] 일정  

speech[] 연설, 담화  contest[] 대회  

perform[] 공연하다  main hall 중앙홀, 대강당  

12 ①

여  네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줄지 결정했어?

남  목걸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르지 못하겠어. 내 휴대전화에 사진이 

몇 장 있어. 고르는 걸 도와줄래?

여  그래, 어디 봐봐.

남  십자가 하나가 있는 거나, 두 개 있는 이건 어때?

여  귀엽긴한데, 난 별이 세 개 있는 이게 아주 예쁜 거 같아.

남  음… 그러네. 별이 더 예쁘겠다. 그럼, 그걸 살래. 도와줘서 고마워.

해설 남자는 여자가 추천해준 대로 별이 세 개 있는 목걸이를 사기로 했다.

어휘 decide[] 결정하다  necklace[] 목걸이  

choose[] 선택하다  cross[] 십자가  

13 ④

여  금요일 저녁에 나랑 콘서트에 갈래?

남  가수가 누구인데?

여  Usher. 미국의 유명한 R&B 가수야.

남  나도 알아. 그는 뛰어난 공연가야. 몇 시에 시작하니?

여  저녁 7시에. 공연은 2시간 동안 진행돼.

남  표는 얼마야?

여  3만 원이야.

남  나쁘지 않네. 나 갈래.

해설 콘서트는 2시간 동안 진행되므로,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

다.

어휘 performer[] 공연가  last[] 계속하다, 지속하다

26



정답 및 해설 

14 ②

여  안녕하세요? 카메라 닷컴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10일 전에 디지털카메라를 주문했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  주문 번호 좀 알려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49854예요.

여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네요. 그걸 아직 발송하지 않았어요.

남  저는 이번 주말에 카메라가 필요해요. 이번 금요일 전에 보내주세요.

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설 남자는 디지털카메라의 배송을 재촉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주문  make a mistake 실수하다  

yet[] 아직  weekend[] 주말

15 ④

남  Anne이 몇 분 전에 전화했어.

여  아, 그랬어?

남  그 애는 네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어떤지 궁금해했어.

여  그 애는 좋은 친구야.

남  그래, 그렇지.

여  내 친구들 대부분은 내가 파티를 열거나 뭔가 재미있는 걸 할 때만 전화

를 하거든. 하지만, Anne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항상 나를 도와줘.

남  나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설 여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① 불운은 한꺼번에 닥친다. (설상가상)

②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죽인다. (일석이조)

③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유유상종)

④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어휘 be in trouble 어려움에 처하다   [문제] pour[] (비가) 마구 

쏟아지다  feather[] 깃털  flock[] 모이다  in need 어려움에 

처한  indeed[] 정말로

16 ①

남  점심 먹고 볼링 치러 가는 거 어때?

여  그러고 싶지만, 나는 오늘 바빠.

남  뭘 해야 하는데?

여  수학 숙제도 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집 청소하시는 걸 도와

드려야 해.

남  그럼 오늘 저녁은 어때?

여  미안하지만, 난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Amy와 저녁 먹고 영화 보기로 

약속했거든.

해설 여자는 오늘 남자와 함께 볼링을 치러 갈 수 없다고 했다.

어휘 go bowling 볼링을 치러 가다  math[] 수학  

promise[] 약속하다

17 ②

① 남  그곳에 어떻게 가지?

 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 돼.

② 남  네 차에 무슨 문제 있어?

 여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③ 남  너 체육관에 다녀?

 여  응,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

④ 남  우리 그에게 야구모자를 사주는 게 어떨까?

 여  그는 야구모자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

⑤ 남  넌 인터넷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니?

 여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해설 ② 남자는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대답

이 와야 한다.

어휘 gym[] 체육관  work out 운동하다

18 ⑤

남  Amy, 어쩌다 다리가 부러졌어?

여  계단에서 넘어졌어.

남  저런. 너 학교에 매일 걸어가지 않니?

여  그래. 그래서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주셔. 그런데 집에 갈 때는 버스를 

타야 해.

남  불편하겠다.

여  그래서 네가 나를 집까지 태워줄 수 있는지 궁금해.

남  물론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해설 여자는 다리를 다쳐서 남자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어휘 break one’s leg 다리가 부러지다  fall down 넘어지다  

drive[] 태워다 주다  inconvenient[] 불편한  

wonder[] 궁금하다 

19 ④

여  아, 이런. 내 TV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남  정말? 왜 그러는데?

여  채널을 바꾸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남  그거 이상하네. 내가 한번 볼게.

여  큰일이네. 수리기사한테 전화해야겠어.

남  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리모컨에 새로운 배터리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여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해설 리모컨 배터리를 바꾸면 된다는 남자의 말에, ‘왜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지?’라고 응답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① 먼저 TV를 고치자.  ② 나는 어제 그에게 전화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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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거 얼마였어?  ⑤ 하지만 이 쇼는 재미가 없어.

어휘 take a look at …을 한번 보다  terrible[] 형편없는  

repairman[] 수리기사  battery[] 배터리, 전지  

remote control 리모컨   [문제] fix[] 고치다

20 ③

남  미술 수업에 갈 준비됐니, Maria?

여  응. 만약을 위해 제도용 연필 두 자루를 가지고 왔어.

남  그것들을 왜 가져왔어?

여  선생님의 이메일 안 받았어? 그것들이 수업에 필요해.

남  어젯밤에 이메일 확인을 안 한 거 같아.

여  그래서 제도용 연필 안 가져 왔어?

남  안 가져 왔어. 네 거 하나 빌려줄래?

여  물론이야. 난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해설 연필 두 자루가 있는 여자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므로, 흔쾌히 빌려주

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안 돼. 나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

② 그래. 오늘 밤에 너한테 보낼게.

④ 응.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걸.

⑤ 미안해. 나도 이메일 확인을 안 했어.

어휘 bring[] 가지고 오다 (bring-brought-brought)  drawing 

pencil 제도용 연필  just in case 만약을 위해서  lend[] 빌려주다   

[문제] more than enough 너무 많은

Dictation Test 5 pp. 80~85

01  1) be changing a lot  2) are expected   
3) over the weekend

02  1) may I help you  2) one for an adult   
3) Round-trip tickets  4) Here you are

03  1) was scheduled to arrive  2) a slight delay   
3) later than we expected 

04  1) go to the hospital  2) having heart trouble   
3) sorry to hear that

05  1) help us find our seats  2) walk that way   
3) hard to see the game  4) the chance to catch 

06  1) open an account  2) savings account   
3) fill out this form

07  1) for graduation  2) changed my mind   
3) need a smartphone  4) want to learn skateboarding

08  1) any plans for your vacation  2) I can’t wait   
3) haven’t planned anything yet

09  1) next to the department store  2) was delicious   
3) should try it

10  1) having a fall festival  2) enjoy a performance   
3) worked hard on 

11  1) Let me tell you  2) At noon  3) performed by 
12  1) what to give  2) help me choose   

3) this one with three stars  4) for your help
13  1) go to a concert  2) What time does it start   

3) lasts for two hours
14  1) hasn’t arrived yet  2) made a mistake   

3) before this Friday
15  1) a few minutes ago  2) how you were doing   

3) having a party  4) I wish I had 
16  1) going bowling after lunch   

2) help my mother clean  3) promised to have dinner 
17  1) By subway or bus  2) so much work to do   

3) three times a week  4) How much time 
18  1) fell down the stairs  2) take the bus home  

3) was wondering if 
19  1) Why do you say that  2) take a look at it   

3) you don’t have to   
20  1) just in case  2) check my email last night   

3) lend me one 

실전모의고사 6회   pp. 86~87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④  08 ③  09 ②  10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④  15 ④

16 ①  17 ③  18 ④  19 ④  20 ⑤

01 ②

남  이제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서울과 인천은 내일 구름이 걷히고 이번 

주에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내일은 흐리고 주말에는 비가 오겠

습니다. 대구는 내일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으며, 그 비는 금요일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설 내일 부산은 흐리다고 했다.

어휘 clear[] (구름 등이) 걷히다  cloudy[] 흐린, 구름 낀  

rainy[] 비가 오는  experience[] 겪다, 경험하다  

continue[] 계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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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④

여  안녕하세요. 목도리를 사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남  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  빨간색도 있나요?

남  물론입니다. 빨강 단색, 빨간 줄무늬, 빨간 물방울무늬가 있습니다. 빨

간 줄무늬나 빨간 물방울무늬가 손님에게 잘 어울릴 거 같아요.

여  음… 빨간 물방울무늬가 귀여워 보이네요. 이걸로 할게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 여자는 빨간 물방울무늬의 목도리를 사기로 했다.

어휘 scarf[] 목도리, 스카프  a variety of 다양한, 여러 가지의  

solid[] 단단한; *(색상이)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stripe[] 

줄무늬  dot[] 점, 물방울무늬  pattern[] 무늬

03 ④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이걸 뉴욕에 보내고 싶은데요.

여  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남  전통 접시 세트에요.  

여  그렇군요. 그러면 깨지지 않도록 특급 속달로 보내셔야 해요.

남  좋아요.

여  네. 15달러입니다.

해설 소포를 특급 속달로 보내려는 것으로 보아,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대

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traditional[] 전통의  plate[] 접시  

express[] 속달  break[] 깨지다  

04 ③

여  고객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방금 3층 화장실

에서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티셔츠 3장과 청바지 한 

벌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 쇼핑백을 분실해서 찾고 계신다면, 1층

에 있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설 잃어버린 쇼핑백을 찾아가라는 안내 방송이다.

어휘 staff[] 직원  a pair of 한 벌의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05 ②

남  여보세요, Susan.

여  안녕, Patrick. 너 오늘 밤에 뮤지컬 <그리스> 볼래?

남  좋아. 몇 시에 시작해?

여  8시에 시작해.

남  좋아. 가기 전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 어떨까?

여  뭐 살 게 있어?

남  응. 엄마가 내게 몇 가지를 사다 달라고 하셨어.

여  그렇구나. 7시에 쇼핑몰에서 만날까?

남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뮤지컬 시작하기 두 시간 전에 만나는 

게 어때?

여  좋아, 그때 보자.

해설 뮤지컬 시작 시각이 8시인데 그보다 두 시간 전에 만나기로 했으므

로,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은 6시이다.

어휘 musical[] 뮤지컬  mall[] 쇼핑몰

06 ③

남  실례합니다. 기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여  물론이죠. 뭘 알고 싶으신가요?

남  새 영화가 언제 개봉하나요?

여  다음 주에요. <I’ll Always Love You.>라는 영화죠.

남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여  아름다운 스파이 역을 맡았어요.

남  멋지군요. 곧 당신을 영화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 내주

셔서 감사해요.

여  별말씀을요.

해설 신문 기자가 영화 개봉을 앞둔 영화배우를 인터뷰하고 있다.

어휘 a few 조금의, 몇몇의  release[] (영화 등을) 개봉하다  

role[] 역할  look forward to v-ing …하기를 고대하다

07 ④

여  안녕하세요, 저는 Silvia Andrews인데요. 예약을 했습니다.

남  네, 확인해 볼게요. Andrews 씨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이름

이 없습니다.

여  하지만 저는 2주 전에 예약을 했어요. 다시 확인해주시겠어요?

남  매우 죄송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은 빈자리가 없나요?

남  오늘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여  믿을 수가 없어요. 지배인과 얘기해야겠어요.

해설 여자는 예약에 착오가 생겨 화가 났을 것이다.

어휘 reservation[] 예약  list[] 명단, 목록  

mistake[] 실수, 착오  empty[] 빈  

manager[] 지배인, 관리자   [문제] annoyed[] 짜증

난, 화가 난  satisfied[d] 만족한

08 ③

여  여보, 우리 집들이에 몇 명 초대했어요?

남  아홉 명에게 와달라고 했어요.

여  모두 다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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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Jackson은 다른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여  그럼, 여덟 명이 오는 거네요?

남  아! Cathy는 남편을 데려온다고 했어요.

여  알았어요.

해설 총 아홉 명을 초대했는데, 한 명은 못 오고, 한 명은 남편을 데려온

다고 했으므로, 파티에 참석할 사람은 모두 아홉 명이다. 

어휘 invite[] 초대하다  housewarming party 집들이  

husband[] 남편

09 ②

여  추석에는 뭐 할 거니?

남  나는 우리 가족을 방문하러 부산에 갈 거야.

여  네가 차를 몰고 가려고? 차가 많이 막힐 텐데.

남  운전하지 않을 거야. 버스를 탈 거야.

여  대신 기차를 타는 게 어때? 그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할 거 같은데.

남  알아. 하지만 기차표는 모두 매진이었어.

여  아, 그렇구나.

해설 남자는 기차표가 매진돼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다.

어휘 instead[] 대신에  convenient[] 편리한  

sold out 매진된

10 ①

여  뭐가 잘못됐니, Bob? 너 별로 안 좋아 보여.

남  악몽을 꿨어. 깰 때 기분이 정말 나빴어.

여  저런! 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한테 화가 나서 우리가 크게 싸웠어.

여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꿈이잖아.

남  하지만 그들 모두가 나한테 정말 화가 났어. 너무 진짜 같았다고.

여  진짜가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봐, 알겠지?

남  알았어. 고마워.

해설 남자는 친구들과 크게 싸우는 악몽을 꿔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휘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huge[] 거대한  

fight[] 싸움  mad[] 미친; *몹시 화가 난

11 ②

남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여기에서 콘서트를 여는 거 알지, 그렇지?

여  알아. 난 표를 구하지 못했어. 너무 실망스러워.

남  저기, 너한테 줄 게 있어.

여  뭔데? 우리 표를 구했어? 믿을 수가 없어! 정말 고마워!

남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걸 알고 있어서, 너한테 주고 싶었어.

여  꿈만 같아. 빨리 보고 싶어! 

해설 여자는 콘서트를 볼 수 있게 되어 기대하며 빨리 보고 싶다고 했다. 

어휘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like[] 좋아하

다; *…처럼

12 ③

여  네 취미가 뭐니?

남  나는 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해.

여  너는 보통 어떤 종류의 소설책을 읽니?

남  나는 판타지 소설, 역사 소설, 추리 소설을 즐겨 읽어. 하지만 추리 소

설을 가장 좋아해. 나는 Agatha Christie가 쓴 책을 모두 가지고 있

어.

여  굉장하다! 내가 한 권 빌릴 수 있을까?

남  물론이지.

해설 남자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지만, 그 중 추리 소설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어휘 fantasy[] 공상 문학 작품  historical[] 역사

의; *(책 등이) 역사와 관련된  mystery[] 미스터리, 추리 소설  

amazing[] 굉장한, 놀랄만한  borrow[] 빌리다

13 ④

남  너 몸이 좋구나. 살을 좀 뺐니?

여  응, 나 두 달만에 6킬로를 뺐어.

남  와, 나도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게 어려워. 나에게 조언 

좀 해 줄래?

여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고기는 덜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어. 그리고 튀

긴 음식은 피하도록 해.

남  그 밖에 다른 건?

여  저녁 9시 이후에는 먹지 마. 그게 내가 살을 뺀 방법이야.

해설 여자가 말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be in great shape 건강하다, 몸매가 좋다  lose weight 체중이 

줄다, 살을 빼다  tip[] 조언  exercise[] 운동하다  

regularly[u] 규칙적으로 less[] 보다 적은 (little의 비교급)  

vegetable[] 채소  fried[] 기름에 튀긴  else[] 그 밖

의, 다른

14 ④

남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저희는 훌륭한 체력 단련실과 깨끗한 수영장, 그리고 넓은 테니스 코

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과 사우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24시간 개방합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해설 스포츠 센터는 매일 24시간 개방한다.

어휘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fitness room 체력 단련실  

sign up 등록하다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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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④

남  공부하느라 너무 지친다.

여  좀 쉬자. TV를 켤게.

남  책을 읽어서 눈이 아파. TV를 보고 싶지 않아.

여  차라리 공원에 걸어 갈래?

남  걷는 건 좋은데, 대신 카페에 가서 간식을 좀 먹자. 나 아주 배고파.

여  그래. 나도 배고파.

남  잘됐다. 잠시 이 책들에서 벗어나자.

해설 두 사람은 배가 고파서 카페에 가서 간식을 먹기로 했다.

어휘 be tired of …에 싫증 나다  take a break 잠시 쉬다  turn on 

…을 켜다  starve[] 굶주리다  get away from …에서 벗어나다  

for a while 잠깐

16 ①

여  무슨 문제라도 있어? 우울해 보인다.

남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나는 너처럼 재능이 없나 봐.

여  나도 처음에는 별로 잘하지 못했어.

남  네가 잘하지 못했다고? 믿기지가 않아.

여  사실이야. 하지만 난 매일 두 시간씩 연주했고 아직도 하고 있어. 너도 

계속 연습해야 해.

남  그래야겠다. 고마워.

해설 여자는 처음부터 기타를 잘 친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된 

것이므로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②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③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④ 쇠뿔도 단김에 빼라.

⑤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어휘 down[] 우울한  talented[] 재능이 있는  at first 
처음에   [문제] sight[] 시야  strike[] 치다  while[h] 

…하는 동안  iron[] 철, 쇠   

17 ③

① 남  내 새 신발 어때?

 여  멋진걸. 그거 어디서 샀니?

② 남  체육관에는 얼마나 자주 가니?

 여  일주일에 두 번.

③ 남  저녁으로 뭘 드시겠어요?

 여  저녁은 제가 샀어요. 

④ 남  은행이 어디 있나요?

 여  쭉 가셔서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⑤ 남  넌 뉴욕에 얼마나 오래 머물 거니?

 여  약 2주 정도.

해설 ③ 저녁으로 무엇을 먹겠냐고 물었으므로, 음식의 종류로 답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어휘 straight[] 똑바로 

18 ④

남  여보세요. J마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남  그럼요. 저희는 9시까지 영업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9시까지 영업하시나요?

남  사실, 주말에는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여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해설 여자는 마트의 폐점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다.

어휘 stay[] 머무르다; *(…인 채로) 있다  till[] …까지 

19 ④

남  서울 지하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려서 전화했어요.

남  몇 호선을 타셨죠?

여  2호선이요.

남  확인해 볼게요. 가방이 어떻게 생겼죠?

여  갈색이고 주머니가 한 개 있어요.

해설 가방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으므로, 가방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응

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② 저는 그것을 지하철에서 발견했어요.

③ 저는 거기서 4호선으로 갈아탔어요.

⑤ 분실물 취급소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어휘 metro[] 지하철   [문제] transfer[] 갈아타다  

pocket[] 주머니  connect[] 연결하다  lost and found 

분실물 취급소

20 ⑤

남  안녕, Kasey. 어떻게 지내니?

여  그럭저럭. Bill, 뭐 잘못된 거 있어?

남  아니. 그건 왜 물어?

여  너 이상하게 걷고 있는 거 같아.

남  아! 내 새 바지 때문일 거야. 어때?

여  괜찮은데, 너무 꽉 끼는 거 같아.

남  네 말이 맞아. 바지가 정말 불편해.

여  다음에는 더 큰 치수로 사야겠다.

해설 남자는 새로 산 바지가 작아서 불편하다고 했으므로, 다음에는 좀 

더 큰 치수를 사라고 조언하는 응답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난 그걸 사지 않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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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렇게 얘기하다니 넌 정말 친절하구나.

③ 난 네가 더 작은 바지가 필요한 것 같아.

④ 아마도 넌 병원에 가 봐야겠어.

어휘 strangely[] 이상하게  tight[] 꽉 조이는  

pretty[] 매우  uncomfortable[] 불편한

Dictation Test 6 pp. 88~93

01  1) have sunny skies  2) rainy over the weekend   
3) continue until Friday

02  1) a variety of  2) red ones  3) look good on you 
03  1) Can I help you  2) what’s in it  3) send them by   

4) That’s a good idea
04  1) has just found  2) a pair of jeans   

3) on the first floor
05  1) What time does it start  2) have something to buy  

3) Shall we meet at  4) see you then
06  1) ask you a few questions  2) be released   

3) What role do you play  4) look forward to seeing 
07  1) have a reservation  2) is not on the list   

3) must be some mistake  4) fully booked 
08  1) how many people  2) be able to come   

3) bring her husband
09  1) What are you doing  2) Traffic will be heavy   

3) were all sold out
10  1) woke up  2) had a huge fight  3) try to forget 
11  1) having their concert  2) got you something   

3) feels like a dream 
12  1) like reading novels  2) enjoy reading fantasy   

3) Can I borrow one
13  1) in great shape  2) trying to lose weight   

3) avoid eating  4) how I lost weight 
14  1) stay healthy  2) have a shower   

3) sign up this month
15  1) tired of studying  2) Would you rather walk   

3) get away from 
16  1) look down  2) wasn’t very good at first   

3) should keep practicing 
17  1) How do you like  2) Twice a week   

3) Where can I find  4) About two weeks
18  1) what time you close  2) We’re open until   

3) we stay open 
19  1) left my bag  2) Which line did you take   

3) Let me check  4) look like
20  1) something wrong  2) walking strangely   

3) they’re too tight

Word Test 4~6 pp. 94~95

A
01 …을 두려워하다 02 치아 03 목걸이 

04 향수 05 서두르다 06 반 친구

07 영화 08 유명한 09 특히 

10 치과 11 흐린, 구름 낀 12 시력 

13 성적표 14 약간의, 조금 15 지연 

16 자리 17 극장 18 졸업 

19 탐험하다 20 부러워하다 21 백화점 

22 맛있는 23 전시회 24 정말로 

25 운동하다 26 빌려주다 27 계속되다 

28 줄무늬 29 깨지다 30 만족한  

31 매진된 32 거대한 

33 체중이 줄다, 살을 빼다  34 피하다 

35 등록하다 36 …을 켜다 37 전통적인 

38 연결하다  39 실수 40 철, 쇠       

B 
01 treat 02 novel 03 passport 
04 ticket 05 director 06 airport 
07 appointment 08 chat 09 information 

10 dark 11 final exam 12 finally 

13 try on  14 outdoor activity 

15 one-way 16 catch 

17 open an account 18 fill out 19 form 

20 vacation  21 dish 22 festival 
23 feather 24 invite 25 fall down   

26 pour 27 release 28 role 

29 empty 30 happen  31 disappointed 

32 like  33 regularly  34 vegetable 

35 at first 36 pocket 37 transfer 

38 starve 39 fried  40 manager

실전모의고사 7회         pp. 96~97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③  08 ②  09 ④  10 ①

11 ①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⑤  18 ②  19 ⑤  20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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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여  늦었어. TV를 끄고 자자.

남  잠깐. 내일 일기 예보가 나온다.

여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날씨가 맑으면 좋겠는데.

남  아, 봐. 바람이 불 거래. 좋은데!

여  그게 왜 좋아?

남  공원에 가서 연을 날리고 싶거든!

여  그럼 좋은거네.

해설 내일은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어휘 turn off …을 끄다  windy[] 바람이 부는  fly a kite 연을 

날리다

02 ④

남  아빠를 위해 넥타이를 고르자. 이거 어때?

여  줄무늬는 따분해. 뭔가 재밌는 걸 사 드리자. 이건 어때?

남  아빠가 하트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  그럼 이건 어때? 아빠는 낚시를 좋아하시잖아.

남  아, 그거 좋다. 근데 아빠가 물방울무늬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  아니야. 물고기 무늬가 더 나아. 이걸로 하자.

남  그래. 아빠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해설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두 사람은 물고기 무늬 넥타이를 사기로 

했다.

어휘 pick out 고르다  stripe[] 줄무늬  boring[] 지루한  

prefer[] 선호하다

03 ④

남  정말 배고프다. 저녁 식사 전에 샐러드를 먹는 건 어떨까?

여  좋은 생각이야. 냉장고 안에 뭐가 있지?

남  어디 보자… 양상추, 토마토, 양파, 오이가 있어.

여  그거면 샐러드 만들기에 충분해. 아, 드레싱은 어떻게 하지? 마요네즈

가 필요할까?

남  아니,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돼.

해설 두 사람은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기로 했다.

어휘 refrigerator[] 냉장고  lettuce[] (양)상추  

onion[] 양파  cucumber[] 오이  

dressing[] 드레싱, 소스  mayonnaise[] 마요네즈  

olive oil 올리브유

04 ⑤

여  Tony, 수영 강습받으러 스포츠 센터에 가자.

남  오늘은 안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여  왜? 어디 아파?

남  아니, 난 괜찮아. 하지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걸 공부해야 해.

여  흠. 오늘 네가 없어서 재미없겠다.

남  시험 끝나고 같이 가자.

해설 남자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어휘 lesson[] 수업, 교습  important[] 중요한  

fun[] 재미  without[] …없이

05 ②

남  이탈리아 여행이 정말 신이 나.

여  그렇겠다. 어디를 갈지 계획 세웠어?

남  아직 안했어. 방문할 곳이 아주 많아. 박물관, 극장, 공원들.

여  그래. 그런데 도둑들을 조심해야 되는거 알지.

남  뭐? 도둑들?

여  응. 역사적인 장소, 식당, 지하철에는 도둑들이 많아.

남  난 몰랐어.

여  너 같은 여행객이 주요 표적이야.

해설 여행객이 도둑들의 주요 표적이므로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이다.

어휘 museum[] 박물관  theater[] 극장  

thief[] 도둑  historical[] 역사적인  major[] 

주요한  target[] 표적, 대상

06 ②

여  안녕, 재민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남  내 여동생을 보러 왔어. 그 애가 영어 철자 쓰기 대회에 참가했거든.

여  정말? 그 애가 영어를 하는 줄 몰랐네.

남  음, 몇 달 동안 방과 후에 그 애를 가르쳐 왔어.

여  대단한데.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남  정말 잘했어. 사실, 그 애가 1등을 했어!

여  정말 멋지다.

해설 남자는 몇 달 동안 영어를 가르친 여동생이 대회에서 1등을 했으므

로 자랑스러울 것이다.

어휘 spelling[] 철자  contest[] 대회  

several[] 몇몇  in fact 사실  win first prize 1등을 하다  

impressive[] 인상적인   [문제] proud[] 자랑스러운  

nervous[] 두려워하는, 불안한  relaxed[t] 느긋한  

disappointed[] 실망한

07 ③

남  당신을 만나게 돼서 기뻐요. 저는 당신의 소설을 좋아해요.

여  정말 감사합니다.

남  저는 당신의 책을 모두 읽었어요. 이 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인해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  Jim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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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운을 빌게요.

해설 좋아하는 책에 사인을 받는 것으로 보아 독자와 소설가 사이의 대화

이다.

어휘 favorite[] 특히 좋아하는 것  sign[] 서명하다  

writer[] 작가  luck[] 행운

08 ②

여  우리 여름휴가 때 유럽에 가는 거 어때?

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떤 나라들을 방문하고 싶니?

여  나는 프랑스에 가고 싶어. 에펠탑을 보고 싶거든.

남  나도 그래. 그리고 나는 스페인에 가고 싶어.

여  가야 할 곳이 너무 많다. 정보를 좀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자.

남  좋아.

해설 두 사람은 유럽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할 것

이다.

어휘 Eiffel Tower 에펠탑  information[] 정보

09 ④

여  나 집에 가야 해. Charlie에게 밥을 줄 시간이야.

남  Charlie? 너 남동생이 있니?

여  아니! Charlie는 내 애완동물이야.

남  애완동물이 있어? 하지만 넌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잖아.

여  응, 그것들이 내 방을 어질러 놓을 때 좋지 않아. 하지만 Charlie는 

아파트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없어.

남  흠. 그건 분명히 햄스터일 거야. 아니면 물고기이거나.

여  물고기야. 새를 키울까 생각했었는데 새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해설 여자는 방을 어지르거나 뛰어다니지 않으며, 조용한 애완동물인 물

고기를 키우고 있다.

어휘 feed[d] 음식을 먹이다, 먹이를 주다  pet[] 애완동물  

hate[] 싫어하다  mess up …을 지저분하게 만들다  noisy[] 

시끄러운  

10 ①

여  우선, 저는 저와 함께 일했던 모든 배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

니다. 그들은 제가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한, 우리 훌륭한 감독님들, 작가들, 스태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배우

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상을 받고 함께 일했던 배우, 감독, 작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전하

며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어휘 win an award 상을 타다  director[] 감독  staff[] 

스태프; 직원  appreciate[] 고마워하다  do one’s best 최선

을 다하다

11 ①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댄스 페스티벌 표 2장 주세요.

남  어떤 공연을 보실 건가요?

여  3시 것으로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총 20달러입니다.

여  아, 회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 깜박했어요. 10% 할인 맞죠?

남  네.

여  여기 20달러예요.

남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해설 두 장에 20달러인 댄스 페스티벌 표가 10% 할인을 받아 18달러인

데, 여자는 20달러를 냈으므로 거스름돈은 2달러이다.

어휘 festival[] 축제  membership card 회원 카드  

change[] 거스름돈

12 ②

여  여보세요, Karl.
남  안녕, Cindy. 뭐 물어봐도 돼?

여  물론이지. 뭔데?

남  지난달에 내가 너희 집에서 저녁 먹은 거 기억해?

여  물론이지. 너에게 크림소스 스파게티를 만들어 줬잖아.

남  맞아! 맛있었어.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그걸 만들어 주고 싶은데. 어떻

게 만드는지 알려줄래?

여  물론이지.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까?

남  응, 그러면 좋겠어. 고마워!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크림소스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 위해 전

화했다.

① 주문을 하려고 

② 조리법을 요청하려고

③ 여자에게 감사의 말을 하려고

④ 여자친구를 소개하려고

⑤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어휘 remember[] 기억하다  delicious[] 맛있는 

perfect[] 완벽한   [문제] place an order 주문하다  

recipe[] 조리법  introduce[] 소개하다  

invite[] 초대하다

13 ②

남  안녕하세요, 엄마. 저 왔어요!

여  Jeff, 이리 와서 앉아봐.

남  제가 뭐 잘못했어요?

여  방과 후에 어디에 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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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서관에서 숙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  네 누나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거기서 널 못 봤다고 하더라.

남  어… 죄송해요, 엄마. Jack네 집에 있었어요. 같이 컴퓨터 게임을 했

어요.

여  다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해설 남자는 도서관에 간 것이 아니라 친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했다.

어휘 library[] 도서관  lie[] 거짓말하다

14 ③

남  어젯밤에 아프리카 부족에 대한 TV 다큐멘터리 봤어?

여  응, 봤어. 정말 재미있었어.

남  그래. 감동적이었어.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분명 아주 힘들 

거야.

여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것처럼 말하네.

남  난 정말 관심이 있어. 나는 프로듀서가 돼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

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설 남자는 프로듀서가 돼서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어휘 documentary[u] 다큐멘터리, 기록물  

African[] 아프리카의  tribe[] 부족  moving[] 감

동적인  producer[] 프로듀서, (영화 등의) 제작자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15 ⑤

여  이봐, Zack. 뭐 좀 물어봐도 되니?

남  물론이야. 뭔데?

여  오늘 아침에 너랑 얘기하던 남자 누구니?

남  아, Carlos 말하는 거야? 스페인에서 온 내 친구야? 왜?

여  저기, 내가 요즘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나를 그에게 소개해줄 

수 있니?

남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 거야. 너도 같이 먹어. 카페테리아

에서 7시에 만나자.

해설 여자는 스페인에서 온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Spanish[] 스페인어  cafeteria[]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16 ⑤

남  Sarah는 15살이다. 그녀는 시카고에 산다. 그녀는 자신의 학교를 좋

아하고, 친구가 많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다. 그녀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 여가 시

간에 그녀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해설 Sarah는 여가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취미

라고 했다.

어휘 subject[] 과목  free time 여가 시간

17 ⑤

여  Peter는 다리가 하나뿐입니다. 그는 열 살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

를 잃었습니다. 스무 살 때 그는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횡단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지쳤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설 Peter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

는 굳센 의지이다.

어휘 car accident 교통사고  decide[] 결심하다  

cross[] 건너다; *횡단하다  wheelchair[h] 휠체어  

encourage[] 격려하다  ill[] 아픈  give up 포기하다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18 ②

① 남  어떤 색을 원하시나요?

 여  빨간색으로 보여주세요.

② 남  너는 버스로 갈 거니, 아니면 기차로 갈 거니?

 여  응, 그럴 거야.

③ 남  내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여  그래. 뭔데?

④ 남  물 한 잔만 가져다주시겠어요?

 여  물론입니다.

⑤ 남  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여  노래 경연 대회에 나갈 거라서 준비하느라 바빠.

해설 ② 남자가 버스로 갈 것인지 기차로 갈 것인지 물었으므로, 구체적

인 교통수단으로 대답해야 한다.

어휘 prepare[] 준비하다

19 ⑤

여  너 여름에 할 아르바이트 구했니?

남  아직 못 구했어. 구하려고 노력 중이야. 너는?

여  나는 벌써 좋은 걸 찾았어.

남  정말? 어디서 일할 건데?

여  나는 서점에서 일할 거야.

해설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 물었으므로, 장소로 답해야 한다.

① 나는 내 일을 좋아해. ② 나는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

③ 응, 그건 너무 비싸. ④ 나는 2주 전에 일을 그만두었어.

어휘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not yet 아직도 (…않다)  

already[] 이미,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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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④

여  안녕, Harry. 너희 팀은 오늘 오후에 있을 중요한 경기에 나갈 준비가 

됐니?

남  아니, 그렇지 않아. Scott이 시합에 못 나오거든.

여  하지만 그는 너희 팀 최고의 선수잖아! 그가 왜 못 오는데?

남  아프거든.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간 쉬어야 한다고 했대.

여  저런. 아무래도 너희 경기를 취소해야겠다.

남  안돼, 그럴 수 없어. 너무 중요한 경기야.

여  그럼 너흰 그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해설 팀 내 최고의 선수가 없지만 경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네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같은데.

② 네가 아프면 경기를 할 수 없어.

③ 우린 Scott에게 그가 여기에 언제 오는지 물어볼 수 있어.

⑤ 걱정하지 마. 분명히 그가 곧 여기 올 거야.

어휘 rest[] 쉬다  terrible[] 끔찍한  cancel[] 취소

하다   [문제] easily[] 쉽게  

Dictation Test 7 pp. 98~103

01  1) turn off the TV  2) want it to be sunny   
3) fly my kite

02  1) pick out a tie  2) something interesting  
3) likes fishing 

03  1) eating a salad  2) in the refrigerator   
3) enough for 

04  1) going home  2) have an important test   
3) after the exam

05  1) where to go  2) be careful of  3) major targets
06  1) came to see  2) she could speak English   

3) won first prize 
07  1) all of your books  2) want to be a writer   

3) wish you luck
08  1) for summer vacation  2) I’d like to see   

3) get some information 
09  1) time to feed  2) have a pet  3) mess up my room  

4) getting a bird 
10  1) have worked with me  2) win this award   

3) appreciate this award
11  1) dance festival  2) had a membership card   

3) Here’s your change
12  1) ask you something  2) made you spaghetti   

3) would be perfect
13  1) do something wrong  2) doing homework   

3) played a computer game 

14  1) hard to make  2) interested in making   
3) motivates people

15  1) the guy you were talking  2) I’m studying Spanish   
3) having dinner together 

16  1) favorite subject is science  2) In her free time   
3) listen to music

17  1) in a car accident  2) decided to cross the country  
3) never gave up

18  1) by bus or by train  2) mind getting me   
3) I’m busy preparing

19  1) get a part-time job  2) trying to find one   
3) Where are you going to work

20  1) ready for the big game  2) your best player   
3) cancel the game

실전모의고사 8회         pp. 104~105

01 ③  02 ③  03 ①  04 ④  05 ②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⑤

11 ⑤  12 ①  13 ④  14 ④  15 ①

16 ②  17 ②  18 ③  19 ③  20 ④

01 ③

남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 센터의 Scott입니다. 오늘은 천둥을 동반한 폭

우가 예상되지만, 오늘 밤늦게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흐리겠습니다. 그러니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

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

다.

해설 내일 오후에는 날씨가 맑게 갤 것이다.

어휘 weather center 기상 센터, 기상대  heavy[] 무거운;  

*(바람, 비 등이) 심한  thunderstorm[] 천둥을 동반한 폭

우  chance [] 기회; *가능성  shower[] 소나기

02 ③

남  내 여자친구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사야 해. 어떤 걸로 살까?

여  그녀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남  아니야, 좀 더 특별한 걸로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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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여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건 어때? 커다란 도넛처럼 생겼다.

남  하지만 그녀는 도넛을 좋아하지 않아! 난 이걸 사야겠어.

여  하트 모양? 정말 낭만적이다!

남  응. 맛도 있었으면 좋겠어.

해설 남자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위해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사기로 했다.

어휘 hole[] 구멍  doughnut[] 도넛  

romantic[] 낭만적인  

03 ①

여  안녕, John.

남  안녕, Jina. 학교 신문에 실린 네 수필을 읽었어.

여  정말? 어땠어?

남  주제가 흥미롭고 결말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 

여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 주제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지만, 일단 

고르고 나서는 쓰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어. 

남  어려웠을 것 같아. 넌 정말 글 쓰는 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해설 남자는 여자가 글 쓰는 데 재능이 있다며 칭찬하고 있다.

어휘 essay[] 수필, 에세이  school paper 학교 신문  

topic[] 주제  ending[] 결말, 마무리  excellent[] 

훌륭한  talented[] 재능이 있는   

04 ④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후에 우리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모든 배우

와 관객들을 위해 휴대전화를 꺼주십시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지만, 연극이 끝난 뒤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

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막이 끝나면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해설 공연이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끄고, 공연 중에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등 공연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말이다. 

어휘 audience[] 관객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play[] 연극  act[] 행동; *(연극 등의) 막

05 ②

여  이번 주 일요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인 것 알고 있나요?

남  물론이죠. 5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여  아니요, 6주년이죠.

남  아, 헷갈렸어요. 어쨌든 축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여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식당에 가고 싶어요.

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바로 예약할게요.

해설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려는 부부의 대화이다.

어휘 wedding anniversary 결혼기념일  celebrate[] 축하

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06 ③

남  도와드릴까요?

여  어머니께 장미 열두 송이를 보내고 싶어요.

남  좋습니다. 무슨 색깔로요?

여  빨간색이요.

남  알겠습니다. 그걸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여  성 제임스 병원의 435호실이요.

남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배달될 거예요.

여  얼마인가요?

남  3만 원입니다.

해설 꽃집에서 어머니에게 보낼 꽃다발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어휘 send[] 보내다  deliver[] 배달하다

07 ③

여  저 외출해요, 아빠.

남  너 어디 가는 거니?

여  학교에서 음악 축제가 있어요.

남  몇 시에 시작하는데?

여  7시요.

남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니? 지금 5시잖아.

여  Mark네 집에 들를 거예요. 우린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학교에 일찍 

갈 거예요. 5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남  알겠다, 이따 보자.

해설 여자는 5시 30분에 Mark를 만나기로 했다.

어휘 stop by …에 들리다  be supposed to-v …하기로 되어 있다

08 ①

남  나는 과학 시험공부를 시작해야 해.

여  넌 도서관에 갈 거니?

남  아니. 이맘때면 거긴 너무 붐비더라고.

여  맞아. 난 빈 교실 중 한 곳에서 공부할 거야.

남  정말? 난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

여  난 내 방에서 공부하면 컴퓨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

남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여  재밌네.

해설 여자는 빈 교실에서, 남자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공부한다고 했다.

어휘 science[] 과학  crowded[] 붐비는  

empty[p] 빈  focus on …에 집중하다  

concentrate[] 집중하다

09 ⑤

여  야, Jason. 어젯밤에 왜 내 이메일에 답변을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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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메일? 무슨 이메일?

여  어젯밤에 너한테 웃긴 얘기를 이메일로 보냈잖아.

남  아, 하지만 어젯밤에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네 것은 없었어.

여  정말? 어디 보자. 아, 이런!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네.

남  누구에게 보냈는데?

여  우리 수학 선생님.

해설 여자는 친구에게 보낼 이메일을 선생님께 보낸 것을 알게 되어 당황

스러울 것이다.

어휘 joke[] 농담  wrong[] 잘못된, 엉뚱한  math[] 

수학   [문제] satisfied[d] 만족하는  embarrassed[t] 

당황스러운

10 ⑤

여  그것들 얼마에요?

남  총 60달러입니다.

여  네. 여기 신용카드요.

남  회원 카드 있으신가요? 회원 카드가 있으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답

니다.

여  아, 정말이에요? 전 없어요. 지금 만들 수 있나요?

남  물론입니다. 신청하시겠어요?

여  무료인가요?

남  네. 하지만 이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  알았어요. 잠시만요.

해설 회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남자의 말에 알겠다고 했으므로 여

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은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어휘 credit card 신용카드  membership[] 회원, 멤버십  

discount[] 할인  sign up 신청하다, 등록하다  free[] 무

료의  

11 ⑤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일 제빵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

러분은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초콜릿 칩 쿠키를 구울 것입니다. 점심 식

사 후, 오후 2시에 두 번째 수업이 시작하고, 호두 파이를 만들 것입니

다. 마지막 수업으로는, 치즈 케이크 굽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설 오후 4시에는 치즈 케이크 굽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했다. 

어휘 baked goods (빵, 케이크, 롤 등을 뜻하는) 구운 음식  

walnut[] 호두

12 ①

여  안녕하세요. 패셔너블 닷컴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Steven Alder이고요, 웹사이트에서 신발 한 

켤레를 주문했었어요. 그 신발이 오늘 도착했는데, 너무 작네요.

여  교환을 원하시나요?

남  네. 10호로 보내주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여  알겠습니다, 저희가 10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배송료를 내셔

야 합니다.

남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설 남자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신발이 너무 작아서 교환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다.

어휘 order[] 주문하다  a pair of 한 쌍의  

exchange[] 교환하다  delivery fee 배송료 

13 ④

여 어딜 그렇게 서둘러 가니?

남  4시에 학교 식당에서 Henry를 만나야 하는데, 내가 늦었어. 그 애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여  걱정하지 마. 몇 분 전에 학교 식당에서 그 애를 봤어.

남  정말? 어때 보여? 화나 보였어?

여  아니. 노트북 컴퓨터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남  아, 그래. 이제 뛰어야겠다. 고마워, 안녕!

해설 남자는 친구를 만나러 학교 식당에 가고 있다.

어휘 in a hurry 급히  still[] 여전히   

14 ④

여  우리의 새 영화 <The space Walker>는 <The Space> 영화 시리즈

의 마지막 편입니다. 유명 영화 배우인 Tom Hardy가 주인공을 연기

합니다. 그 영화는 우주에 살면서 지구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한 소년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영 시간은 두 시간 반입니다. 지금 가장 가까

운 상영관을 찾아가서 우리 영화를 확인해 보세요. 

해설 영화의 개봉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space[] 공간; *우주  final[] 마지막의  

series[] 시리즈, 연재물  main character 주인공  running 

time 상영 시간  nearest[ist] 가장 가까운 (near의 최상급)  

check out 확인하다, 보다

15 ①

남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에 싫증이 났나요? 북적거리는 사람들에 질

렸나요? 그럼, 자전거를 타는 게 어떨까요? 자전거 타기는 환경에도 

좋고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또한 건강해질 거예

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딘가에 갈 때마다 운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죠.

해설 남자는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에 대해 말하며 자전거를 타자고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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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be tired of …에 싫증이 나다  crowd[] 사람들, 군중  

environment[] 환경  save[] 절약하다  

healthy[] 건강한  every time …할 때마다  

somewhere[] 어딘가에 

16 ②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저는 이 보라색 스카프를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여  60달러였는데 지금 30% 세일을 해요.

남  좋네요. 이 모자도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세일 중인가요?

여  아니요, 그건 신상품이라서요.

남  좋아요. 그럼 보라색 스카프만 살게요.

여  알겠습니다.

해설 스카프는 원래 60달러였는데 30% 세일 중이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2달러이다.

어휘 violet[] 보라색의  new arrival 신상품

17 ②

① 남  너 왜 그렇게 기뻐하니?

 여  나 중간고사를 잘 봤거든.

② 남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

 여  그건 열 시에 끝나.

③ 남  너 여기에 몇 시에 도착했니?

 여  3시에.

④ 남  콘서트에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여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⑤ 남  실례지만, 국립 도서관이 어디인가요?

 여  바로 길 건너예요.

해설 ② 남자가 어디서 만날지 물었으므로, 장소와 관련된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midterm exam 중간고사  arrive[] 도착하다  

across[] 건너편에

18 ③

여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서울교대역으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먼저, 당신은 2호선을 타고 곧장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약 

45분이 걸릴 것이다. 또는 을지로 3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면 약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3호선으로 갈아탄다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해설 2호선을 계속 타고 가면 45분이 걸리고 3호선으로 갈아타면 30분

이 걸리므로, 3호선을 타서 단축되는 시간은 15분이다.

어휘 city hall 시청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choice[] 선택  

about[] …에 대하여; *약, 대략  quicker[] 더 빨리 

(quick의 비교급)

19 ③

여  무엇을 주문하실지 결정하셨어요?

남  네, 스테이크를 먹겠어요.

여  알겠습니다. 고구마나 감자튀김을 함께 드시겠어요?

남  고구마로 주세요.

여  그리고 스테이크는 어떻게 드시겠어요?

남  완전히 익혀주세요.

해설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을 건지 물어봤으므로, well-done(완전히 익

힌), medium(중간 정도로 익힌), rare(살짝 익힌) 등으로 대답해야 한다.

① 환상적이에요!

② 레드와인으로 주세요.

④ 아니요, 대신 닭고기로 주세요.

⑤ 10분 후에 준비될 겁니다.

어휘 sweet potato 고구마  French fries 감자튀김   [문제] 

fantastic[] 환상적인  well-done[] (고기가) 잘 익은

20 ④

여  Jack,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지?

남  내 주머니에 10달러 있어. 그리고 넌 5달러 있다고 했지, 맞지?

여  응. 나머지는 열차표 사는 데 썼어.

남  그건 왜 물어?

여  엄마, 아빠를 위해 저 작은 시계를 사고 싶어서.

남  근사한 기념품이 되겠다! 얼만데?

여  20달러야.

남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해설 20달러의 시계를 사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므로, 살 

수 없다는 응답이 와야 적절하다.

① 난 이미 하나 가지고 있어. ② 우리는 표 두 장이 필요해.

③ 그들을 위해 하나 사자. ⑤ 좋아, 네 거스름돈 여기 있어.

어휘 leave[] 떠나다; *남기다 (leave-left-left)  rest[] 나머지  

souvenir[] 기념품   [문제] afford[] …을 살 수 있다

Dictation Test 8 pp. 106~111

01  1) heavy thunderstorms  2) a chance of showers   
3) when you go out  4) beautiful sunny weather

02  1) buy a cake  2) something more special   
3) get this one  4) it’s delicious

03  1) read your essay  2) kind of you to say so   
3) must be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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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begin in ten minutes  2) turn off your cellphones  
3) after the first act 

05  1) our wedding anniversary  2) I was confused   
3) where we first met  4) make a reservation 

06  1) send twelve roses to  2) Where shall I send them  
3) will be delivered 

07  1) I’m going out  2) What time   
3) why are you leaving  4) to get a good seat

08  1) need to start studying  2) It’s too crowded   
3) prefer to study at home  4) helps me concentrate

09  1) answer my email  2) sent you an email   
3) Let me check

10  1) How much are they  2) can get a 30% discount  
3) Will you sign up  4) fill out this membership form

11  1) learn how to make  2) second lesson will start  
3) bake a cheesecake

12  1) a pair of shoes  2) Would you like to exchange   
3) pay the delivery fee

13  1) in such a hurry  2) still waiting for me   
3) How does he look  4) was doing homework 

14  1) plays the main character  2) wants to come back  
3) check out our movie 

15  1) riding a bicycle  2) save a lot of money   
3) every time you go somewhere

16  1) I’d like to buy  2) it’s 30% off  3) on sale   
4) I’ll just buy 

17  1) did well on  2) What time did you arrive   
3) I’m afraid I can’t  4) across the street

18  1) by subway  2) take you about   
3) get there quicker

19  1) Have you decided  2) have the steak   
3) how would you like 

20  1) how much money  2) spent the rest on   
3) wanted to buy   

실전모의고사 9회         pp. 112~113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③  08 ②  0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①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②  19 ⑤  20 ⑤

01 ①

남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기예보입니다. 런던은 오늘 마침내 폭설이 그치

겠고, 내일까지는 대체로 춥고 건조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가벼운 

소나기가 내리고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더 오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설 내일 리버풀은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heavy snow 폭설  dry[] 건

조한, 비가 오지 않는  light shower 가벼운 소나기  

temperature[] 기온  drop[] 떨어지다  snowfall 
[] 강설

02 ③

여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남  그래. 뭐가 잘못됐는데?

여  이걸 켤 수가 없어.

남  내가 좀 확인해 볼게. 음… 나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친구 Joe에게 전화해 볼까? 그 애는 컴퓨터에 관한 모든 걸 알거든.

여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나 대신 그에게 전화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해설 남자는 여자의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에게 전

화를 걸 것이다.

어휘 start[] 시작하다; *(기계를) 작동시키다

03 ④

남  나는 휴가 때 해외에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어.

여  캐나다는 어때? 작년에 거기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

남  캐나다에서 갈 만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야?

여  동쪽 해안을 따라서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는 거기서 멋진 시간

을 보내게 될 거야.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휴가지로 캐나다의 동쪽 해안을 추천하고 있다.

어휘 abroad[] 해외로  along[] …를 따라  East Coast 
동해안

04 ④

여  내 우산을 못 찾겠어.

남  너 오전에 약국에 들렀었다고 했잖아. 거기에 두고 온 거야?

여  아니야, 내가 약국에서 나올 때 비가 오고 있었어. 그래서 우산을 가지

고 있었어.

남  정말? 그럼 그다음에는 어디에 갔어?

여  은행에. 하지만 거기 두고 온 것 같지는 않아. 거기서 나올 때 우산을 

들고 있던 게 기억나. 그러고 나서 Jenny에게 줄 선물을 사러… 선물 

가게에… 갔어. 거기에 두고 온 것 같아. 가서 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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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자는 선물 가게에 우산을 두고 왔다고 생각해서 가보기로 했다.

어휘 drop by 들르다  drugstore[] 약국  carry[] 들고 

있다  head[] 향하다  gift shop 선물 가게

05 ③

남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고 싶니?

여  음… 모르겠어. 엄마가 작은 파티를 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남  그거 좋네! 우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 우리 넷이서만.

여  맞아. 엄마와 아빠에게 깜짝 선물을 드리자.

남  좋아. 그리고 우리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야 할 거 같아.

여  그래. 내가 거실을 꾸밀게.

남  좋은 생각이야. 방과 후에 쇼핑을 가자.

해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열 작은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어휘 spend[] (시간을) 보내다  surprise gift 깜짝 선물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06 ③

여  오늘이 며칠이지?

남  12월 10일이야.

여  내일이 무슨 날이지? 내일이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왜인지 기억이 

안나네.

남  너 기억 안나? 내 생일이잖아! 난 네가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안다고 생

각했는데.

여  아, 미안해. 깜박 잊었어. 뭐 할 계획이니?

남  가족들하고 외식을 할 계획이야.

해설 오늘이 12월 10일인데 내일이 남자의 생일이라고 했으므로, 남자의 

생일은 12월 11일이다.

어휘 date[] 날짜  forget[] 잊다 (forget-forgot-
forgotten)

07 ③ 

여  나 배고파. 팝콘 좀 사자.

남  좋아, 하지만 서둘러야 해. 공연이 곧 시작할 거야.

여  내가 갈게. 넌 여기서 아무도 우리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지켜.

남  그래. 음료수도 사다 줄래? 팝콘을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여  그래. 어떤 거 마실래?

남  레모네이드를 마실래.

여  아, 저런! 불이 꺼지네. 너무 늦었다!

해설 극장에서 공연이 시작하기 전 팝콘과 음료수를 사러 가려고 하는 상

황이다.

어휘 hurry[] 서두르다  seat[] 자리, 좌석  thirsty[] 

목이 마른  light[] 빛; *조명

08 ②

남  어디가 아프신가요?

여  왼쪽 무릎이 아파요.

남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나요?

여  일주일이요.

남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픈가요?

여  네, 아파요.

남  하이힐을 자주 신으시나요?

여  네, 저는 항상 하이힐을 신어요.

남  그게 문제에요. 하이힐을 그만 신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무릎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해설 의사와 무릎이 아픈 환자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knee[] 무릎  hurt[] 아프다  therapy[] 치료

09 ④

여  어, 봐봐. 우리에게 소포가 왔어.

남  정말? 어디서 온 거야?

여  어디 보자. 홈쇼핑 채널에서 온 거야!

남  우리가 주문한 커튼일 거야. 크기가 맞기를 바라.

여  그러게.

남  확인하게 상자를 열어 봐.

여  그래. 크기가 맞는 것 같아.

남  응. 그리고 색깔도 딱 맞아.

해설 두 사람은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의 크기와 색상이 마음에 들어 만

족스러울 것이다.

어휘 package[] 포장용 상자, 포장물    

[문제] curious[] 호기심이 강한  

10 ②

남  이봐, Sue. 무슨 일이야?

여  안녕, Eric! 이번 토요일에 바쁘니?

남  아니. 아직 아무 계획 없어. 너 새 기숙사 방으로 이사한다고 하지 않

았니? 

여  그래. 그래서 내가 이사하는 걸 도와줄 친구들이 필요해.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남  물론이야. 네 방에 들를게.

여  정말 고마워. 오전 10시까지 거기에 와줘.

해설 여자는 기숙사 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어휘 move[] 이사하다, 옮기다  dorm[] 기숙사  

(=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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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③

여  이봐, Max. 이 사진 찍을 때 너 몇 살이었어?

남  아, 여덟 살이었어. 핼러윈 파티에서야.

여  가운데 있는 배트맨이 너야?

남  응, 그게 나야.

여  그럼 왼쪽에 있는 슈퍼맨은 누구야? 

남  내 남동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더우먼은 내 친구야.

여  너 정말 귀여웠다.

해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사진에는 가운데에 배트맨, 배트맨 왼쪽에 슈

퍼맨, 오른쪽에 원더우먼이 있다. 

어휘 middle[] 가운데 

12 ⑤

남  Kate, 너를 한동안 못 봤네. 너 어디 갔었니?

여  나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아. 대전으로 이사했어.

남  정말? 왜?

여  그곳에서 직장을 구했거든.

남  어떤 일인데?

여  도서관에서 일해.

남  일이 마음에 드니?

여  응. 나 책 좋아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그곳에 친구가 많지 않아서 좀 

외로워.

해설 여자는 대전에 친구가 많지 않아서 좀 외롭다고 했다.

어휘 in a while 한동안  not ... anymore 더 이상 …하지 않다   

get a job 취업하다  lonely[] 외로운

13 ①

남  Davinci 레스토랑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남  네. 예약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여  아니요. 그런데 전에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4번가에 있나요?

남  아니요. 3번가와 메인가의 모퉁이에 있습니다.

여  아, 그렇군요. Anderson 슈퍼마켓 근처에 있는 거죠?

남  네, 바로 길 건너입니다.

여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설 여자는 예약한 식당의 위치를 묻기 위해 전화했다.

① 길을 물어보기 위해 ②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③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알기 위해 ④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⑤ 음식점을 추천하기 위해

어휘 reservation[] 예약  avenue[] (도시의) 큰 

가로, 대로  corner[] 모퉁이  directly[] 바로    

[문제] get directions 길을 묻다  recommend[] 추천하다   

14 ④

여  Ben과 Lisa의 결혼식 축하 파티 초대장 받았어?

남  응, 하지만 아직 안 열어봤어. 언젠데?

여  5월 11일 토요일 Fisherman’s Restaurant에서 있어.

남  저런. 그날 저녁 나 바쁜데.

여  걱정하지 마. 파티는 2시에 시작해서 두 시간만 진행돼.

남  좋네. 그들에게 정말 근사한 걸 사주자.

여  아니야. 그들은 아무도 선물을 가져오길 원하지 않아.

남  아, 그렇구나.

해설 파티는 2시에 시작해서 두 시간만 진행된다고 했다. 

어휘 invitation[] 초대(장)  wedding[]  결혼식  

last[] 지속하다  gift[] 선물

15 ⑤

① 남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여  Amanda Smith입니다.

② 남  파티는 어땠어?

 여  아주 좋았어. 정말 즐거웠어.

③ 남  주문하시겠어요?

 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④ 남  내 Eric Benet 시디 봤어?

 여  응. 책상 위에 있어.

⑤ 남  기차가 서울에 언제 도착하지?

 여  나는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해설 ⑤ 남자는 기차의 도착 시각을 물었으므로, 시간과 관련된 응답이 

와야 한다.

어휘 enjoy oneself 즐기다  can’t wait …를 몹시 바라다

16 ④

남  주문하시겠어요?

여  네. 중간 크기의 포테이토 피자 한 판이 얼마죠?

남  15,000원입니다.

여  네. 2판 포장해 갈게요.

남  다른 건 없으신가요?

여  샐러드 하나요.

남  알겠습니다. 총 35,000원입니다.

여  아! 그리고 10%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

남  죄송합니다만, 이 쿠폰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장 주문에는 10%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 여전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  잘됐네요.

해설 총 35,000원에 10% 할인을 받으므로, 여자는 31,500원을 지불해

야 한다.

어휘 medium[] 중간의,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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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③

여  당신이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위한 장소를 찾고 있다면, Sweet 
Diner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주말에는 네 

가지 코스의 식사와 와인 두 잔을 제공합니다. 여자 친구에게 꽃을 사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

죠. 지금 예약하면, 이것을 반값인 70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

넷에 접속해서, 지금 예약하세요.

해설 식당의 전화번호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look for …을 찾다  downtown[] 중심가에, 시내에  

offer[] 제공하다  meal[] 식사  half price 반값  get online 

인터넷에 접속하다

18 ②

남  박물관에 입장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꺼 주십시오. 사진 촬영은 가능하

지만, 플래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항

상 목소리를 낮게 유지해 주십시오. 껌을 씹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버리셔야 합니다.

해설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어휘 enter[] 들어가다  turn off …을 끄다  voice[] 목소리  

low[] 낮은  chew[] 씹다  allow[] 허용하다  throw away 

버리다

19 ⑤

여  여보세요?

남  안녕하세요. 전 Karen과 같은 반 친구 Tim인데요. Karen이 집에 

있나요?

여  Tim이라고? Karen이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조금 전에 

나갔단다.

남  지금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  도서관에 책을 좀 빌리러 간다고 했어. 메시지를 남기겠니?

남  아니요. 지금 도서관으로 가보는 게 낫겠어요.

해설 메시지를 남기겠냐는 질문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바로 도서관에 

가보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녀는 지금 통화 중이에요.

② 네. 그녀를 보면 제가 얘기할게요.

③ 물론이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④ 아니요. 전 이미 그 책들을 반납했어요.

어휘 wait for …을 기다리다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문제] on the phone 통화 중인  return[] 반납하다 

20 ⑤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엄마에게 스카프를 사 드리고 싶어요.

남  정말 착하네요. 이 표범 무늬 스카프는 어떠세요? 신상품이에요.

여  좋아요. 근데 만약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면 어쩌죠?

남  가져오시면 교환해 드릴게요.

해설 여자는 엄마가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하고 있으

므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

① 내일 엄마가 당신에게 새것을 사 줄 수 있어요.

② 아마도 점원에게 물어봐야겠어요.

③ 아니요. 그게 당신의 셔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④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슨 사이즈를 입는지 물어봐요.

어휘 leopard[] 표범  print[] 무늬   

[문제] employee[] 직원   

Dictation Test 9 pp. 114~119

01  1) heavy snow will finally stop  2) light showers   
3) temperatures will drop 

02  1) something wrong with  2) can’t start it   
3) what’s wrong  4) call him for me

03  1) go abroad  2) How about  3) the best place   
4) have a great time 

04  1) dropped by the drugstore  2) where did you go   
3) remember carrying it  4) go and see

05  1) have a small party  2) spend time together   
3) prepare some food  4) go shopping after school

06  1) don’t remember why  2) when my birthday is   
3) going out to eat 

07  1) have to hurry  2) get me a drink  3) going out
08  1) What’s the matter  2) How long have you   

3) wear high heels  4) twice a week
09  1) Who’s it from  2) the right size  3) Open the box  

4) the color is just right
10  1) Are you busy  2) move to a new dorm room   

3) stop by
11  1) when you took this picture  2) in the middle   

3) Superman on the left  4) You were so cute
12  1) in a while  2) moved to  3) What kind of job   

4) I’m a little lonely
13  1) have a reservation  2) I’ve never been to   

3) on the corner  4) across the street
14  1) get an invitation  2) I’m busy  3) last only two 

hours  4) want anyone to bring 
15  1) have your name  2) enjoyed myself   

3) Have you seen  4) can’t wait to see you
16  1) ready to order  2) take two to go   

3) have a coupon  4) get a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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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looking for a place  2) on weekends   
3) prepared them for you  4) make your reservation 

18  1) turn off your cellphones  2) talk to each other   
3) is not allowed  4) throw them away 

19  1) this is  2) waiting for your call   
3) Could you tell me  4) leave a message

20  1) How may I help you  2) How nice of you  

Word Test 7~9   pp. 120~121

A
01 …을 끄다 02 고르다 03 주요한 

04 (양)상추 05 중요한 06 대회 

07 사실 08 인상적인 

09 …을 지저분하게 만들다  10 고마워하다 

11 소개하다 12 부족 13 감동적인 

14 낭만적인 15 재능이 있는 16 관객 

17 배달하다  18 …에 들리다 19 농담  

20 당황스러운 21 급히 22 …을 살 수 있다 

23 수업, 교습 24 선택  25 신상품  

26 역사적인 27 폭설 28 해외로 

29 들르다 30 치료 31 추천하다 

32 지속하다 33 집중하다  34 한동안  

35 버리다 36 수학 37 통화 중인 

38 목소리 39 제공하다 40 식사

B 
01 noisy 02 remember  03 recipe 

04 motivate 05 plate 06 cross 

07 give up 08 cancel 09 already 

10 encourage 11 favorite 12 proud 

13 target 14 chance 15 hole 

16 play 17 act 18 crowded 

19 subject 20 discount 21 walnut 
22 exchange  23 delivery fee 24 space 

25 shower 26 sweet potato 27 temperature 

28 celebrate 29 spend 30 forget 
31 light  32 move 33 along 

34 order 35 chew 36 allow
37 nervous 38 corner 39 package 

40 thirsty

실전모의고사 10회         pp. 122~123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④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②  19 ⑤  20 ④

01 ②

남  안녕하세요.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아침에는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이른 시간에는 춥겠으나 오후가 되면 더 따

뜻해지지만 흐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지만, 모레 

이른 아침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해설 내일 오후에는 더 따뜻해지지만 흐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early on 초반에, 초기에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02 ⑤

여  실례합니다, Ace 병원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남  물론이죠. 두 블록을 직진하신 후에, 우회전하세요. 병원은 당신의 왼

편에 두 번째 건물입니다.

여  두 블록 직진 후에 우회전이요?

남  맞아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설 현재 위치에서 두 블록을 직진한 후에 우회전하면, 왼편에 있는 두 

번째 건물이 여자가 찾는 병원이다.

어휘 go straight 직진하다  block[] 블록, 구획

03 ③

여  이런. 또야!

남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여  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난 거 같아. 켤 수가 없어.

남  어떻게 된 거야? 떨어뜨렸니?

여  그랬어. 실수로 그랬어.

남  수리점에 가져가야 해.

여  알아.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네가 검색 좀 해줄래?

남  알았어. 잠깐만.

해설 여자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남자에게 수리점을 찾아달라고 했다.

어휘 broken[] 고장 난  turn on 켜다  happen[] 일

어나다, 발생하다  drop[] 떨어뜨리다  by accident 우연히  

service center 수리점, 서비스 센터  search[] 검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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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②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여권에 쓸 사진을 찍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사진은 몇 장을 원하세요?

여  다섯 장이요. 언제 사진을 찾을 수 있죠?

남  한 시간 후면 준비될 겁니다.

여  아, 좋아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남  만 원이에요.

여  네. 저기 앉아야 하나요?

남  네. 재킷을 벗고 저쪽에 앉아주세요. 

해설 여권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진관에서 이루어지는 대

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assport[] 여권  pick up 찾아가다  ready[] 준

비된  cost[] (비용이) 들다  take off (옷 등을) 벗다

05 ④

남  안녕, Sarah. 무슨 일이야?

여  안녕, Mike.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남  응. 왜?

여  나에게 Michael Bule의 콘서트 표가 2장 있는데. 너 나랑 같이 갈

래?

남  와, 정말? 콘서트가 언제야?

여  이번 토요일 밤이야.

남  아, 이런. 정말 가고 싶지만, Linda와 데이트가 있어.

해설 남자가 데이트가 있다며 여자의 제안을 거절했다. 

06 ④

남  내일이 네 생일이잖아. 너에게 특별한 저녁을 요리해 주고 싶어.

여  좋아! 너의 그 유명한 닭고기 파스타를 만들 거니?

남  네가 원한다면. 하지만 난 네가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  사실이야.

남  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 피자는 어때?

여  음, 피자를 좋아하지만, 피자는 어제 먹었어.

남  그럼 미트볼 샌드위치를 만들면 어떨까?

여  그거 좋네!

해설 여자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어제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샌드

위치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어휘 cook[] 요리하다  famous[] 유명한

07 ④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저는 언니에게 줄 스웨터를 찾고 있어요.

남  이건 어떠세요?

여  색상과 스타일이 맘에 드네요. 얼마죠?

남  90달러예요.

여  너무 비싸네요. 좀 더 싼 건 없나요?

남  이 파란건 어떠세요? 60달러이고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여  그걸로 할게요. 여기 100달러요.

해설 여자는 60달러짜리 스웨터를 사기로 했고, 100달러를 냈으므로 거

스름돈은 40달러가 된다.

어휘 look for …을 찾다  expensive[] 비싼  

cheaper[r] 값이 더 싼 (cheap의 비교급)  popular[u] 

인기 있는

08 ③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이 편지를 캐나다로 보내고 싶어요.

남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여  글쎄요. 빠른 우편으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남  이틀이요.

여  그럼 빠른 우편으로 해주세요. 얼마죠?

남  6달러입니다.

해설 편지, 빠른 우편 등의 표현으로 보아 우체국 직원과 손님의 대화임

을 알 수 있다.

어휘 express mail 빠른 우편

09 ③

여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남  비가 오고 있어서. 내일 가족들과 낚시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 

정말 기대하고 있어. 비가 그치면 좋겠어.

여  걱정하지 마. 방금 막 라디오에서 일기예보를 들었어. 오늘 밤에 비가 

그치고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래.

남  아, 잘됐다. 그럼 난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겠네.

해설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여자의 말을 듣고 걱정하던 남자는 안심

할 것이다.

어휘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worry[] 걱정하다   [문제] relieved[d] 안도하는  

disappointed[] 실망한

10 ④

여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신을 훨씬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또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잔 정도는 

아마도 나쁘지 않겠지만, 커피가 당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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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해설 커피의 부작용으로 집중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keep ... up …을 잠 못 자게 하다  empty[] 빈, 비어 있는  

stomach[] 위, 배  upset one’s stomach 배탈이 나게 하다  

headache[] 두통  impact[] 영향

11 ④

여  안녕, David. 어제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았니?

남  난 가지 않았어. 집에 있었어.

여  정말이야? 바닷가에 갈 거라고 했었잖아, 안 그래?

남  그래, 그랬지. 하지만 두통이 심해서 집에서 쉬었어.

여  아, 정말 안됐구나. 그럼 이번 일요일에 바닷가에 가자.

남  좋아.

해설 남자는 어제 두통 때문에 바닷가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었다.

어휘 beach[] 바닷가  terrible[] 끔찍한, 심한  rest[] 

쉬다

12 ⑤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체육관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회원이 되는데 얼마인가요?

여  한 달에 30달러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입하죠?

여  이 양식에 이름, 나이, 체중, 그리고 신장을 기재해 주세요.

남  알겠어요.

여  아,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는 걸 잊지 마세요.

해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이름, 나이, 체중, 신장과 전화번호이다.

어휘 fill out 기재하다  form[] (문서의) 양식, 서식  

weight[] 체중  height[] 신장  forget to-v …할 것을 잊다

13 ②

여  여보세요?

남  안녕하세요. Harrington 선생님이신가요?

여  네, 그런데요. 누구신가요?

남  선생님 반의 Tommy Smith입니다.

여  아. 안녕, Tommy. 괜찮은 거니?

남  제가 독감에 걸려서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여  저런.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에 가보렴.

남  네. 그럴게요.

여  내일은 학교에 올 수 있기를 바랄게.

해설 남자는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걸

었다.

① 반 친구를 파티에 초대하려고    ② 그가 결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③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④ 선생님과의 면담을 취소하려고

⑤ 진료 예약을 하려고

어휘 flu[] 독감  see a doctor 진찰을 받다  [문제] explain 

[] 설명하다  absent[] 결석한  find out …을 알아내다  

cancel[] 취소하다  appointment[] 약속  

14 ④

남  <The Real Detectives>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
년 전 텍사스의 두 탐정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

를 배웁니다. 그 드라마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있으며, 30
개국 이상에서 방영됩니다.

해설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있다고 했으며, 실제 형사들이 출연한

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real[] 실제의  detective[] 탐정  be based on  

…에 기초하다  incident[] 사건, 일  friendship[] 우

정  star[] 주연을 맡다  air[] 방송하다

15 ②

여  여름에 사람들이 즐기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는 수영입니다. 수영을 

할 때 다치지 않으려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

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육을 유연하게 해서 당신

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것은 쉽고 간단하니, 수영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운동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해설 수영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

다.

어휘 activity[] 활동  keep in mind 명심하다  get hurt 다
치다  warm up 준비운동을 하다  soften[] 부드럽게 하다  

muscle[] 근육  protect[] 보호하다

16 ④

남  Betty! 우리 만난지 정말 오래됐다.

여  안녕, James!

남  너 왜 요가 수업에 나오는 걸 그만뒀니? 바빴어?

여  아니. 나는 좀 더 활동적인 걸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재즈댄스 

수업을 듣고 있어.

남  두 개 다 할 수는 없어?

여  안 돼, 재즈댄스 수업이 요가 수업과 같은 시간이거든.

남  아, 그렇구나.

해설 여자는 재즈댄스 수업을 받느라 요가 수업을 그만두었다.

어휘 active[] 활동적인  both[] 둘 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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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7 ②

여  너 피곤해 보인다.

남  응,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 조언해 줄 거 있니?

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건 어때?

남  아니,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나는 우유를 싫어하거든.

여   그러면 목욕을 하렴. 그건 긴장을 푸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 그리고 

저녁엔 커피를 마시지 마. 아, 그리고 하나 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마.

남  오늘 밤에 그 제안들을 시도해볼게. 고마워.

해설 여자가 한 조언 중에 낮잠을 자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

어휘 these days 요즘  advice[] 조언, 충고  take a bath 목

욕을 하다  relax[] 긴장을 풀다  try[] 시도하다  

suggestion[g] 제안

18 ②

① 여  너 언제 이사하니?

 남  이번 주 토요일에.

② 여  커피를 어떻게 드시겠어요?

 남  정말 감사합니다.

③ 여  파티에서 재미있었니?

 남  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④ 여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남  응, 기꺼이.

⑤ 여  박물관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남  지하철로 약 30분 정도 걸려요.

해설 ② 커피를 어떻게 드시겠느냐는 질문에 감사하다는 대답은 어색하다.

어휘 move[] 옮기다, 이사하다  have fun 재미있게 보내다  

half an hour 30분

19 ⑤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이 블라우스 중 하나를 사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색을 원하세요?

여  음. 파란색하고 분홍색 둘 다 멋지네요. 하지만 전 파란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남  네. 어떤 사이즈가 필요하세요?

여  중간 사이즈를 입어요.

남  찾아볼게요. 죄송하지만, 파란색은 그 사이즈가 없네요.

여  그럼 대신 분홍색으로 살게요.

해설 파란색은 원하는 치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다른 색상의 제품을 구매

하겠다는 응답이 적절하다.

① 네, 그게 딱 좋겠네요. ② 좋아요, 둘 다 살게요.

③ 왜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④ 이걸 교환하고 싶어요.

어휘 medium[] 중간 사이즈   [문제] exchange[] 

교환하다  instead[] 대신에

20 ④

남  나갈 준비 거의 다 됐어?

여  응. 근데 왜 그렇게 서둘러?

남  늦고 싶지 않아. 우리 테이블이 없을지도 몰라.

여  진정해. 우리 예약이 몇 시인데?

남  6시야.

여  오, 시간이 충분해. 이제 겨우 5시 40분이야.

남  그래, 하지만 식당에 가는 데 최소한 20분은 걸릴 거야.

여  맞아, 지금 나가야겠다.

해설 예약 시간이 6시이고 그곳까지는 20분이 걸린다고 했으므로, 지금 

가야 한다는 응답이 적절하다.

① 6시 15분에 떠나자.

②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

③ 봐, 내가 일찍 도착할 거라고 했잖아.

⑤ 넌 왜 항상 늦는지 모르겠어.

어휘 in a hurry 서둘러  reservation[] 예약  plenty of 
많은  at least 최소한   [문제] leave[] 떠나다, 출발하다  

quarter[] 4분의 1; *15분

Dictation Test 10 pp. 124~129

01  1) weather forecast for  2) welcome you   
3) get warmer but cloudy  4) the day after tomorrow 

02  1) how to get to  2) the second building   
3) You can’t miss it

03  1) turn it on  2) drop it  3) did it by accident   
4) Give me a second 

04  1) have my photo taken  2) pick them up   
3) Take off your jacket 

05  1) Can you talk  2) have two tickets   
3) When is the concert  4) have a date 

06  1) cook you a special dinner  2) If you’d like   
3) anything you want  4) Why don’t I make 

07  1) looking for a sweater  2) How much is it   
3) have a cheaper one  4) I’ll take it

08  1) send this letter to  2) How long does it take   
3) How much is it 

09  1) go fishing  2) looking forward to it   
3) stop raining tonight  4) change my plans

10  1) when they feel tired  2) keeps you up   
3) upset your stomach  4)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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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Did you have fun  2) stayed at home   
3) had a terrible headache  4) that’s too bad 

12  1) join the gym  2) with your name   
3) don’t forget to write 

13  1) May I ask who’s calling  2) have the flu   
3) see a doctor 

14  1) based on  2) about two detectives   
3) star in the drama

15  1) one of the best activities  2) keep in mind   
3) warm up your body   
4) protect you from getting hurt 

16  1) since we met  2) stop coming   
3) something more active  4) at the same time 

17  1) look tired  2) How about drinking   
3) take a bath  4) try those suggestions 

18  1) How would you like  2) have fun   
3) join me for dinner  4) by subway 

19  1) What color would you like   
2) What size do you need  3) in that size 

20  1) in such a hurry  2) get our table   
3) we have plenty of time

실전모의고사 11회         pp. 130~131

01 ①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③  07 ②  08 ②  09 ①  10 ⑤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④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③

01 ①

여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기예보입니다. 런던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

니다. 맨체스터에 내리는 약한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흐

리겠습니다. 북부의 글래스고와 에든버러 지역은 아름다운 맑고 화창

한 하늘이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고 좋은 하

루 보내십시오!

해설 맨체스터는 오전에 비가 그치고 오후에 흐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continue[] 계속되다  throughout[] …동안 

죽, 내내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02 ③

남  나 책상 의자를 사야 해. 이거 어때?

여  나는 별로야. 바퀴가 있는 걸로 사.

남  좋은 생각이야. 이건 어때? 편안해 보여.

여  응, 네모난 등받이가 마음에 들어.

남  근데 난 줄무늬는 좋아하지 않아.

여  나도. 여기 단색 의자가 있어.

남  그게 완벽하네. 도와줘서 고마워.

해설 남자는 바퀴가 있고 등받이가 사각형 모양이며 단색인 의자를 사기

로 했다.

어휘 wheel[] 바퀴  comfortable[] 편안한  

square-shaped 네모난 모양의  back[] 등; *(의자의) 등받이  

stripe[] 줄무늬  though[] 그러나, 그래도  solid color 단

색  perfect[] 완벽한

03 ④

여  안녕, Jason.

남  Lucy! 일찍 왔네. 운전해서 왔어?

여  아니, 내 차는 고장 났어. 지난주에 택시하고 사고가 있었거든.

남  아, 안됐다. 그럼 버스 타고 온 거야?

여  아니. 새로 생긴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면 공항에 더 빨리 올 수 있어.

남  맞아.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네.

여  어쨌든, 우리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30분은 남았어. 커피 한잔 하자.

남  좋아.

해설 여자는 새로 생긴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여 공항에 왔다.

어휘 accident[] 사고  quicker[r] 더 빠르게 (quick
의 비교급)  forget[] 잊다 (forget-forgot-forgotten)  

flight[] 비행기

04 ①

여  이 책을 읽고 싶어요. 빌릴 수 있을까요?

남  카드를 보여 주세요.

여  여기 있습니다.

남  어. 아직도 <해리 포터> 중 한 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것은 어제가 

반납 기한이었어요.

여  아, 제가 깜박했어요. 오늘 반납할게요.

남  좋아요. 일단 그걸 반납하시면, 이 책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  알겠어요.

해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대출해 주는 상황이다.

어휘 borrow[] 빌리다  still[] 아직도  due[] …하기로 

되어 있는  return[] 반납하다  check out 대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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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①

남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

어, 전자 기기를 다 썼으면, 플러그를 뽑으세요.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

고 있다면, 방에 있는 전등은 끄세요. 겨울에 추우면, 난방기를 사용하

는 대신 옷을 더 입으세요. 그것은 매우 쉽지만, 우리의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시작해보세요.

해설 안 쓰는 전자 기기의 플러그 뽑아놓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휘 save[] 절약하다; 구하다  energy[] 에너지  for 

example 예를 들어  electronic device 전자 기기  instead of … 대

신에  heater[] 난방기  

06 ③

여  안녕, Alan. 그거 새 카메라니?

남  응.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샀어.

여  정말? 나도 같은 모델을 사려고 생각 중이었거든. 마음에 들어?

남  응. 정말 추천해. 비싸지도 않고 사진도 잘 찍혀.

여  그래? 내가 잠시 써 봐도 될까?

해설 여자는 남자의 새 카메라를 사용해 보고 싶어서 부탁하고 있다.

어휘 online[] 온라인으로  highly[] 매우  

recommend[] 추천하다  try out …을 (시험 삼아) 사용해보

다  for a minute 잠시

07 ②

여  지금 몇 시야?

남  7시 15분이야.

여  7시 15분이라고? 미안하지만, 지금 가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 늦을 

거야.

남  왜? 회의는 8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잖아, 안 그래?

여  아니야. 7시 30분으로 바뀌었어. 15분밖에 안 남았어.

남  알았어, 서두르는 게 좋겠어. 나중에 보자.

여  안녕!

해설 회의는 8시에서 7시 30분으로 바뀌었다.

어휘 past[] (시간이) 지나서  meeting[] 회의  

08 ②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귀걸이 좀 보여주실래요?

남  물론이죠. 금제품을 찾으시나요, 은 제품을 찾으시나요?

여  저는 보통 은 제품을 착용해요.

남  그렇다면,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것은 세일해서 20달러밖에 안 해

요.

여  와. 이건 딱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살게요.

남  선택 잘하셨네요.

해설 귀걸이를 판매하는 점원과 손님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earring[] 귀걸이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silver[] 은  wear[] 착용하다  pair[] 한 쌍  

exactly[] 정확하게  choice[] 선택

09 ①

여  나는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한 음식점에 갔다. 우리는 배가 많이 고팠

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렸다. 20분이 지났지만, 음식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웨이터를 부르려고 했을 때, 마침내 음식이 나왔다. 하지

만 그것은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니었다!

해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잘못 나온 상황이

므로, 여자는 짜증이 났을 것이다.

어휘 pass[] (시간이) 흐르다  finally[] 마침내, 결국    

[문제] annoyed[] 화가 난, 짜증 난  confused[] 혼란

스러운  satisfied[d] 만족한   

10 ⑤

여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남  어제, 난 숙제를 다 끝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

여  그래, 그랬지. 무슨 일이 있었니?

남  학교에 도착해서, 숙제를 가져오지 않은 걸 알았어.

여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니?

남  선생님께 사실을 얘기했어. 하지만 기한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나는 

10점을 깎였어.

여  그래서 기분이 안 좋구나. 참 안타깝다.

해설 남자는 열심히 한 숙제를 가져가지 않아 점수가 깎여서 기분이 좋지 

않다.

어휘 upset[] 속상한  finish[] 끝내다  realize[] 깨

닫다  truth[] 진실, 사실  point[] 점수

11 ②

남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여  난 못 갈 것 같아.

남  왜 못 가?

여  Jenny네 집에 같이 숙제하러 가야 하거든. 미안해.

남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그냥 혼자 가든지.

여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자.

해설 여자는 일요일에 친구와 함께 숙제를 하기로 했다.

어휘 I’m afraid (that) ... …해서 유감이다  together[]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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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홀로

12 ②

남  학생들은 여가 시간에 많은 종류의 운동을 즐깁니다. 조사한 모든 운

동 중에서 십 대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하는 것을 가장 즐긴다고 말했

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종류는 야구이고, 그다음이 농

구이며, 배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덧붙여, 그들은 겨울에 스키 또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해설 남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인기 있는 운동은 축구, 두 번째는 야구, 세 

번째는 농구이다. 

어휘 survey[] 조사하다  teenage[] 십 대  followed 

by 뒤이어, 잇달아  in addition 덧붙여, 게다가

13 ⑤

여  여보세요, Paul.
남  안녕, Amy. 너 집이니?

여  응. 방금 도착했어. 무슨 일이야?

남  내가 금요일 밤에 생일 파티를 열 거든. 네가 올 수 있나 해서.

여  네 생일 파티가 금요일이야? 아, 이런. 난 금요일에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 바꿀 수 있나 볼게. 

남  그래 줄래? 고마워. 난 정말 네가 왔으면 좋겠어.

해설 남자는 금요일에 있을 자신의 생일 파티에 여자를 초대하기 위해 전

화를 했다.

① 길 안내를 받기 위해 ② 예약하기 위해

③ 숙제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④ 음식점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⑤ 친구를 생일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어휘 wonder[] 궁금하다, 궁금해하다  change[] 바꾸

다   [문제] complain[] 불평하다, 호소하다   

14 ④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모델링 후, 마침내 시애틀 박물관이 9월 13일

에 재개관을 합니다. 박물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지

만, 주말에는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입장권은 전과 같이, 성인은 

20달러이고 학생은 15달러입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

과 음식 섭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입장권 가격은 리모델링 전과 후가 같다.

어휘 museum[] 박물관  reopen[] 재개관, 재개

장  adult[] 성인  allow[] 허락하다

15 ④

남  여보. 오늘 저녁으로 라자냐 먹는 거 어때요? 난 당신이 만든 미트볼 

라자냐가 정말 좋아요.

여  아, 당신에게 정말 만들어 주고 싶은데, 오븐이 고장 났어요.

남  뭐라고요? 언제 그랬어요?

여  이틀 전에요.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박했어요.

남  알았어요, 그럼. 우선 그걸 수리해야겠네요.

여  그래요. 수리점에 전화해줄래요?

남  네. 수리되고 나면 라자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  물론이에요.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수리점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어휘 meatball[] 미트볼, 고기 완자  fix[] 수리하다   

16 ④

남  도와드릴까요?

여  셔츠를 좀 보고 싶어요.

남  이 녹색은 어떠세요?

여  마음에 들어요. 얼마인가요?

남  70달러였는데, 오늘은 50% 세일이에요.

여  아, 정말요? 값이 싸네요. 두 장 살게요. 하나는 언니에게 주려고요.

남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설 셔츠의 원래 가격은 70달러인데 50% 세일 중이고, 여자는 2장을 

산다고 했으므로($35×2) 7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어휘 off[] 할인하여

17 ④

① 남  방학 때 어디 갈 거니?

 여  제주도에 갈까 생각 중이야.

② 남  시험은 어떻게 봤어?

 여  잘 못 봤어. C를 받았어.

③ 남  케이크 좀 더 먹을래?

 여  고맙지만 괜찮아. 배불러.

④ 남  내 휴대전화 봤니?

 여  응, 나 오늘 바빴어.

⑤ 남  나는 아픈 여동생이 걱정돼.

 여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해설 ④ 남자가 휴대전화를 봤는지 물었으므로, 봤는지 아닌지로 답해야 

한다.

어휘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18 ③

남  안녕, Tina. 나 Brian이야. 미안하지만, 내일 너와 스키를 타러 가지 

못할 것 같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문병을 가야 해. 하지만 걱

정하지 마, 심각하신 건 아니야. 아마 다음에 같이 스키를 타러 갈 수 

있을 거야.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집으로 전화해줘. 나는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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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집에 있을 거야. 내 휴대전화는 고장 났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하지 말고.

해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Brian의 어머니이다.

어휘 serious[] 심각한  maybe[] 아마도   

19 ⑤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저는 모자를 찾고 있어요.

여  이 파란 건 어떠세요?

남  마음에 드네요. 그거 다른 색도 있나요?

여  네, 여기 검은색이 있습니다.

남  아, 그것도 좋네요. 어떤 게 저에게 더 잘 어울려요?

여  제 생각엔 검은색이 더 낫네요.

해설 남자는 어느 색이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지 물어보았으므로, 검은색

과 파란색 중에서 대답해야 한다.

① 그것들은 세일해서 75달러예요.  ② 당신 오늘 아주 신이 나 보여요.

③ 다른 것을 보여드릴까요?  ④ 그건 당신에게 너무 작아 보여요.

어휘 [문제] on sale 세일 중인  another[] 다른 

20 ③

남  지금 아빠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거니?

여  응. 밀가루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야.

남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니?

여  아마도. 우유랑 달걀이 있는지 확인해 줄래?

남  물론이지. 음, 우유는 많아. 달걀은 몇 개가 필요해?

여  조리법에서는 4개를 넣으라고 쓰여 있네.

남  아. 음, 냉장고에는 2개밖에 없는데.

여  가게에 가서 좀 더 사 올래?

해설 달걀이 4개 필요한데 현재 2개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남자에게 달

걀을 더 사오라고 부탁하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왜 우유를 더 사오지 않았어?

② 아빠가 정말 놀라실 거야.

④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자.

⑤ 우리는 다 만들면 쇼핑하러 갈 수 있어.

어휘 flour[] 밀가루  check if ... …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recipe[] 조리법  refrigerator[] 냉장고   

Dictation Test 11 pp. 132~137

01  1) be cloudy and rainy  2) be cloudy in the afternoon  
3) throughout the day  4) Have a great day 

02  1) What do you think of  2) looks comfortable   
3) That one is perfect

03  1) got in an accident  2) gets to the airport quicker  
3) forgot all about it  4) get a coffee

04  1) Can I borrow it  2) due back yesterday   
3) check out this book

05  1) For example  2) turn off the light   
3) save our earth

06  1) bought it online  2) highly recommend it   
3) tried it out 

07  1) a quarter past seven  2) is supposed to start   
3) you’d better hurry

08  1) Can you show me  2) recommend this pair   
3) what I want 

09  1) have lunch with  2) waited for   
3) call the waiter over  4) what we ordered

10  1) finish all my homework  2) brought it with me   
3) was due today  4) sorry to hear that

11  1) going to the movies  2) do homework together  
3) ask someone else  4) go alone

12  1) have free time  2) enjoy playing soccer   
3) followed by  4) like skiing 

13  1) just got here  2) I was wondering if   
3) have plans on Friday  4) want you to come 

14  1) will be open every day  2) will close at   
3) are not allowed 

15  1) What about having  2) our oven is broken   
3) forgot to tell you  4) after it’s fixed

16  1) look at some shirts  2) does it cost   
3) to my sister 

17  1) go for vacation  2) Not so good  3) I’m full   
4) worried about 

18  1) go skiing with you  2) visit her in the hospital   
3) hear this message  4) it’s broken

19  1) looking for a hat  2) in other colors   
3) looks better on me 

20  1) checking to see  2) have plenty of milk   
3) in the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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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2회         pp. 138~139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③

11 ②  12 ③  13 ⑤  14 ⑤  15 ⑤

16 ③  17 ③  18 ③  19 ①  20 ⑤

01 ④

남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의 일기예보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대부분 지

역에서 그쳤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맑아서 공원에서 산책하기 딱 좋겠

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갈 것이므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해설 월요일에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고 했다.

어휘 clear up (날씨가) 개다  stormy[] 폭풍우가 몰아치는  

temperature[] 기온   

02 ②

여  여보, 우리 침실에 새 이불이 필요해요. 내가 고르는 거 도와줄래요?

남  물론이죠. 이 회색 어때요?

여  음… 난 더 밝은 것이 좋아요. 봄이잖아요.

남  맞아요. 당신은 줄무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분홍색 꽃무늬는 어

때요?

여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요. 난 이 초록색 체크무늬가 좋아요.

남  색상이랑 무늬랑 둘 다 좋네요. 그걸로 합시다.

해설 두 사람은 초록색에 체크무늬가 있는 시트를 골랐다.

어휘 choose[] 고르다  brighter[r] 더 밝은 (bright의 비

교급)  pattern[] 무늬, 모양  checkered[] 체크무늬의  

03 ④

남  엄마, Susie 아직 집에 안 왔나요?

여  안 왔어. 몇 분 전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구나.

남  제가 한 시간 전에 전화했었는데, 친구네 집에서 집으로 오는 중이라

고 했어요.

여  그랬어? 그럼 지금쯤이면 와 있어야 하는데.

남  제가 나가서 찾아볼게요.

여  그래. 난 다시 그 애한테 전화해야겠다.

해설 집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것이다.

어휘 answer[] 대답하다; *(전화를) 받다  on one’s way 도중

에, …로 가는 중에  by now 지금쯤은 

04 ③

여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맡긴 원피스들을 찾고 싶은데요.

남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  Harrison이에요. Janet Harrison이요.

남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Harrison 씨.

여  고맙습니다. 하얀색 옷은 잉크가 묻었었어요. 그걸 제거하셨나요?

남  네, 했어요. 이젠 새것 같습니다.

여  훌륭하네요. 항상 정말 잘 해주시네요.

남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항상 듣기 좋네요.

해설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으러 온 상황이다.

어휘 bring in 가져오다, 들여오다  get out 제거하다   

05 ⑤

여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Dan Lee에요. 701호실에 묵고 있어요.

여  안녕하세요, Lee 고객님. 아직 체크아웃하실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남  아니예요. 전 수요일까지 머물 거예요. 그냥 저에게 온 메시지가 있는

지 알고 싶어서요.

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Brown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네요. 저

녁 7시에 선생님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어요.

남  정말 고맙습니다.

여  천만에요.

해설 묵고 있는 방 번호를 말하고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호텔 직원과 투숙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check out (호텔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다, 체크아웃하다  

until[] …까지  

06 ③

여  지금 몇 시야?

남  음, 4시 30분이야.

여  이런! 나 지금 나가야 해.

남  왜?

여  30분 후에 Alice를 만나기로 했거든. 우리는 콘서트에 갈 거야.

남  그렇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 그 애에게 안부 전해 줘.

여  응, 그럴게.

해설 현재 시각은 4시 30분이고, 여자는 지금으로부터 30분 후에 Alice
를 만나기로 했으므로 약속 시각은 5시이다.

어휘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say hello to ... …에

게 안부를 전하다

07 ④

여  그것은 문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기계이다. 그것은 부엌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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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음식을 매우 빨리 요리하거나 데울 수 

있다. 당신은 그 기계 안에 넣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 안에 플

라스틱 접시나 금속이 포함된 물건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엇

일까?

해설 빠른 속도로 음식을 데우거나 요리할 수 있고,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넣어서는 안 되는 기계는 전자레인지이다.

어휘 rectangular[u] 직사각형의  machine[] 기

계  heat[] 열을 가하다  quickly[] 빨리  careful[] 

주의 깊은, 조심성 있는  plastic[] 플라스틱의  object[] 

물건  contain[] 포함하다  metal[] 금속

08 ①

남  저 이것들을 살게요.

여  좋습니다. 80달러입니다.

남  80달러요?

여  네. 바지가 60달러이고, 셔츠가 20달러입니다.

남  이것들은 50% 세일 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40달러가 돼야 

죠.

여  아,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해설 바지와 셔츠는 총 80달러이나 50% 세일 중이므로, 남자가 내야 할 

금액은 40달러이다.

어휘 make a mistake 실수하다

09 ②

여  안녕, Jimmy. 함께 공부할 준비 됐지?

남  안녕, Amanda. 물론이지, 시작하자.

여  좋아. 도서관 책에서 그 페이지들을 복사했니?

남  아니, 안 했어. 지금 도서관에 가서 복사하면 될 것 같은데.

여  내가 너에게 오늘 그 복사본을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남  그랬지, 하지만 어제 내가 바빴어.

해설 남자는 도서관에서 미리 책을 복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어휘 make copies of …를 복사하다

10 ③

여  무슨 일이니, Tom?

남  몸이 좋지 않아요, 엄마.

여  열이 있구나. 오늘 농구 연습에는 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남  그러게요. 걸을 수조차 없어요.

여  네가 점심으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구나. 당장 병원에 가

자.

남  알겠어요.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점심으로 먹었던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 같

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다.

어휘 have a fever 열이 나다  basketball[] 농구  

practice[] 연습  even[] 심지어  right now 당장    

[문제] stadium[] 경기장  pharmacy[] 약국

11 ②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부탁드려요. 제 헤어드라이어를 고치고 싶어요.

남  한 번 봅시다. 뭐가 문제죠?

여  오늘 아침에 드라이어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동이 멈추었어요.

남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  얼마나 걸릴까요?

남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준비가 되면 전화 드릴게요.

여  좋아요. 제 전화번호는 014-212-1143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고쳐

주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남  5달러입니다.

해설 여자는 사용 중에 헤어드라이어의 작동이 갑자기 멈추었다고 했다.

어휘 repair[] 수리하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work[] 

작동하다

12 ③

여  왜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았니? 학교에 늦었어.

남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여  컴퓨터 게임을 한 거니?

남  아니에요,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새벽 2시까지 안 잤어요.

여  아, 그랬구나. 음, 오늘은 내가 학교까지 차로 태워다주마. 서둘러서 

준비해!

남  알았어요.

해설 남자는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어휘 be late for …에 늦다  stay up 자지 않고 깨어 있다  drive A to 

B A를 차로 태워서 B까지 데려다주다  hurry up 서두르다

13 ⑤

여  여보세요. Travel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 예약과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여  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남  제가 해변에 갈 때 호텔의 비치 타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  네. 투숙객들에게 비치 타월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남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여  아니요. 그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호텔에서 비치 타월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다.

어휘 lend[] 빌려주다  guest[] 손님, 투숙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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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14 ⑤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Joe 음식점이 6월 1일에 다시 문을 연다는 사실

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식당의 내부를 개조했고, 

10가지 새로운 음식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9시까

지 매일 밤 가수가 직접 부르는 노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

식점에서 여러분을 곧 뵙게 되길 바랍니다.

해설 남자는 식당이 내부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어휘 be pleased to-v …하게 되어 기쁘다  reopen[] 다시 

문을 열다  remodel[] 리모델링하다, 개조하다  

interior[] (건물의) 내부  add[] 더하다, 추가하다  

dish[] 접시; *음식  live[] (방송·연주 등이) 녹음이 아닌 라이브의

15 ⑤

여  여보세요? ABC 닷컴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제 새 디지털카메라가 오늘 도착했는데, 제가 주문했던 

게 아니에요.

여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모델인가요?

남  아뇨, 색상이 잘못 왔어요. 저는 검은색을 원했는데, 이건 은색이에요.

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검은색은 모두 품절이네요. 흰색이나 파란

색은 어떠세요?

남  아니에요. 저는 환불을 받고 싶어요.

해설 은색이 배송되었지만, 남자가 주문한 것은 검은색이었다. 

어휘 sold out 매진된  get a refund 환불받다 

16 ③

남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여  나는 몇 달 동안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많이 나아지지가 않아.

남  기운 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려면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들었어.

여  정말? 계속 노력해야겠네.

해설 커다란 성과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

이 어울린다.

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②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③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⑤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어휘 down[] 우울한  Japanese[] 일본인; *일본어  

improve[] 향상되다  foreign language 외국어  

effort[] 노력  conversation[] 대화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문제] sight[] 시야  mind[] 마음  

honesty[] 정직  policy[] 정책; *방침  

17 ③

여  지난 몇 년간 우리 동호회는 ‘등산 동호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등산 외에도 많은 것을 합니다. 숲 속에서 하이킹도 하고, 

공원에 나무를 심으며, 강에서 래프팅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부터 ‘야외 동호회’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것

이 우리가 하는 일을 묘사하는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해설 여자는 등산뿐 아니라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므로 동호회 이름을 

‘야외 동호회’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어휘 be known as …로 알려지다  climb[] 오르다  

hike[] 하이킹하다  forest[] 숲  plant[] 심다   

go rafting 래프팅하러 가다  outdoors[] 야외  from now on 

지금부터  describe[] 묘사하다

18 ③

① 여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남  물론이에요.

② 여  너 휴가는 어디로 갈 거니?

 남  나는 영국에 갈 거야.

③ 여  내 열쇠를 어디에 두었니?

 남  괜찮아. 내 것을 사용해도 돼.

④ 여  메시지를 전해 줄까요?

 남  네. Carl이 전화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세요.

⑤ 여  이 책을 언제 반납해야 하죠?

 남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납하세요.

해설 ③ 열쇠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장소로 대답해

야 한다.

어휘 vacation[] 휴가 

19 ①

여  와, 올해는 박람회가 정말 붐비네.

남  그러게, 마을 사람이 다 여기 온 것 같아.

여  우리 반 친구들 봤어?

남  그런 것 같은데. 저기 Jack 아니야?

여  Jack? 우리랑 영어 수업 같이 듣는? 어디?

남  저쪽에, 햄버거를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여  아, 이제 그 애가 보인다.

해설 남자는 Jack이 햄버거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이제야 보인다고 응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응, 나 정말 배고파.

③ 아니야, 우리 시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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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싶지 않아.

⑤ 음, 그 애가 싫어할 것 같지 않은데.

어휘 fair[] 박람회  crowded[] 붐비는  

classmate[] 반 친구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문제] mind[] 싫어하다

20 ⑤

남  오늘 무엇을 드시겠어요?

여  크림 파스타 있나요?

남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토마토소스 스파게티나 페퍼로니 피자를 추천

해 드려도 될까요?

여  음… 둘 다 정말 맛있겠네요.

남  어떤 걸 드실지 결정하셨나요?

여  토마토소스 스파게티로 할게요.

해설 토마토소스 스파게티와 페퍼로니 피자 중의 하나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이므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응답이 와야 한다.

① 계산서를 가져다주세요.

②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③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디저트는 먹고 싶지 않아요.

④ 당신은 크림 파스타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휘 decide[] 결정하다   [문제] bill[] 계산서  

delicious[] 맛있는  dessert[] 후식  prefer[] 선

호하다

Dictation Test 12 pp. 140~145

01  1) has cleared up  2) perfect for a walk   
3) be sure to keep warm 

02  1) help me choose one  2) something brighter   
3) how about  4) get that one

03  1) isn’t home yet  2) on her way home   
3) look for her

04  1) pick up some dresses  2) Here they are   
3) as good as new  4) always nice to hear

05  1) ready to check out  2) wanted to know   
3) he will visit you 

06  1) have to go now  2) going to a concert   
3) say hello to 

07  1) It is found  2) be careful with   
3) put plastic dishes 

08  1) to buy these  2) they were on sale   
3) made a mistake

09  1) let’s get started  2) make copies   
3) have those copies ready for 

10  1) feel well  2) have a fever  3) can’t even walk   
4) go see a doctor 

11  1) get my hairdryer repaired  2) all of a sudden   
3) fix it for you  4) as soon as possible 

12  1) get up earlier  2) stayed up too late  
3) drive you to school 

13  1) question about my reservation   
2) when I go to the beach  3) charge you for that

14  1) pleased to tell you  2) to our menu   
3) hope to see you soon 

15  1) what I ordered  2) the wrong color   
3) are all sold out  4) get a refund

16  1) look down  2) takes time and effort   
3) have a conversation  4) keep trying

17  1) has been known as  2) plant trees in parks   
3) from now on

18  1) Would you mind if  2) going for your vacation   
3) take a message  4) return this book

19  1) is really crowded  2) it seems like  3) over there  
4) waiting in line 

20  1) What can I get  2) both sound really good   

Word Test 10~12   pp. 146~147

A
01 화가 난, 짜증 난 02 떨어뜨리다 03 우연히 

04 검색하다 05 준비된 06 무늬, 모양 

07 빠른우편 08 낚시하러 가다 09 …을 기대하다 

10 걱정하다 11 안도하는 12 기재하다 

13 많은 14 자외선 차단제 15 바퀴 

16 단색 17 …대신에 18 매우 

19 은 20 정확하게 21 주문하다 

22 깨닫다 23 조사하다 

24 …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25 포함하다 

26 명심하다 27 폭풍우가 몰아치는

28 체크무늬의 29 도중에, …로 가는 중에 

30 …까지 31 켜다 32 포함하다 

33 금속  34 경기장 

35 자지 않고 깨어 있다  36 환불받다 

37 향상되다 38 정직 39 오르다 

40 박람회   

B 
01 block 02 happen 03 passport 
04 cost 05 cook 06 explain 

07 absent 08 cancel 09 de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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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riendship 11 muscle 12 advice 

13 suggestion 14 quarter 15 back 

16 save 17 electric device 18 heater 

19 wear 20 truth 21 teenage 

22 change 23 museum 24 serious 

25 flour 26 refrigerator 27 heat 
28 answer 29 rectangular 30 pharmacy 

31 as soon as possible  32 charge 

33 add  34 Japanese 35 policy 

36 plant 37 describe 38 classmate 

39 impact 40 forest

실전모의고사 13회         pp. 148~149

01 ①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8 ④  0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③  14 ④  15 ③

16 ③  17 ②  18 ②  19 ②  20 ④

01 ①

여  안녕하세요. 주간 일기예보입니다. 내일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

면, 운이 좋습니다. 날씨가 맑겠습니다! 내일 밝은 햇빛을 즐기십시오. 

불행히도, 이번 주의 그 외의 날들은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는 개겠습니다.

해설 내일은 맑을 것이라고 했다. 

어휘 weekly[] 주간의  outdoor[] 야외의  be in luck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sunshine[] 햇살, 햇빛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be supposed to-v …하기

로 되어 있다  clear up (날씨가) 개다

02 ④

여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절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자전거가 도난

당했어요.

남  언제 그랬죠?

여  어젯밤에요.

남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나요?

여  음, 검은색인데, 바퀴는 분홍색이에요.

남  우리한테 알려줄 다른 게 있으신가요?

여  음… 아! 앞에 바구니가 있어요. 그리고 안장은 흰색이에요.

남  알겠습니다. 찾으면 연락 드릴게요.

해설 여자가 잃어버린 자전거는 검은색에 분홍색 바퀴가 있고 앞에 바구

니가 있으며 안장은 흰색이다.

어휘 officer[] 경찰관  report[] 신고하다, 보고하다  

theft[] 절도  steal[] 훔치다 (steal-stole-stolen)  

front[] 앞면, 앞부분  seat[] 좌석; *(자전거의) 안장  

contact[] 연락하다

03 ④

여  실례합니다, 어느 버스가 국립 박물관에 가나요?

남  42번이에요. 막 버스를 놓치셨네요.

여  42번이요? 알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자주 오나요?

남  15분 마다요.

여  여기서부터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지 아세요?

남  서너 정거장쯤이에요.

여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가 버스가 막 떠났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버스정류장에서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National Museum 국립 박물관  miss[] 놓치다  

stop[] 정류소   [문제] taxi stand 택시 승차장

04 ⑤

여  오랜만이다, James. 네가 직업을 바꿨다고 들었어.

남  응, 나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해.

여  거기서 무슨 일을 하니?

남  신차 디자인을 하고 있어.

여  그거 멋지구나. 넌 어렸을 때부터 차에 열광했었지.

남  응,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너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니?

여  응, 그래.

해설 남자는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어휘 company[] 회사  design[] 디자인하다, 설계하

다  crazy[] 열광하는  childhood[] 어린 시절  

still[] 여전히

05 ④

여  이봐, Ben. 네가 이번 방학에 파리를 갈 거라고 들었어.

남  그럴 거야. 난 무척 신이 나.

여  그렇겠다. 있지,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남  그래. 뭔데?

여  파리에서 마카롱 좀 사다 줄 수 있어? 거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서는 살 수가 없거든.

남  물론이야. 좀 사다 줄게.

여  정말 고마워! 돌아오면 돈을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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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해설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다 줄 것을 부탁했다.

어휘 do ... a favor …의 부탁을 들어주다  macaroon[] 마

카롱 (전통 프랑스 쿠키의 일종)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

06 ③

① 남  점심을 싸서 공원에 가자.

 여  그거 좋은 생각이야.

② 남  그 검은색 펜 좀 건네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③ 남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니?

 여  언제든지 전화해.

④ 남  수학 시험 어땠어?

 여  별로 잘 보지 못했어.

⑤ 남  왜 숙제를 하지 않았니?

 여  어젯밤에 두통이 심했어.

해설 ③ 남자는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으므로, 전화하지 않은 이

유에 관한 응답이 와야 자연스럽다.

어휘 pack[] 싸다  pass[] 건네주다  terrible[] 심한, 

지독한  headache[] 두통

07 ②

남  최근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버스 서비스에 대해 몇 가지 불만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버스가 너무 낡았고 운전기사들이 너무 빨리 모

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또한 버스가 아침에 늦는다는 보고도 있

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버스에 안전벨트

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해

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해설 학교 버스가 너무 붐빈다는 불만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다.

① 너무 낡았다.      ② 너무 붐빈다.

③ 너무 빨리 몬다.      ④ 때때로 늦는다.

⑤ 안전벨트가 없다.

어휘 recently[] 최근에  receive[] 받다, 접수하다 

complaint[] 불평  concerned[] 걱정스러운  

report[] 보고하다; *보고  seat belt 안전벨트  install[] 

설치하다  discuss[] 논의하다  solution[] 해결책    

[문제] crowded[] 붐비는

08 ④

여  저는 Roge Brimley이고, 5시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

찍, 한 편의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강도가 편의점에서 돈을 모두 훔

쳤습니다. 다행히 점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도의 인상착의

를 확보하고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다.

해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편의점 강도 사건과 관련된 뉴스이다.

어휘 convenience store 편의점  rob[] (은행 등을) 털다  

robber[] 강도  clerk[] (가게의) 점원  injured[] 

부상을 입은, 다친  description[] 설명, 묘사

09 ②

남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여  두 시가 어때?

남  아니, 그건 너무 늦어. 극장에 가는 데 한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는 연

극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해야 해.

여  그럼, 1시 30분에 만나자. 괜찮지?

남  좋아.

해설 두 사람은 공연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해야 해서, 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다.

어휘 get to …에 도착하다  play[] 연극

10 ④

여  Tom! 당장 이리로 와보렴.

남  왜요?

여  네 방을 좀 봐라. 내가 어제 막 네 방을 청소했잖니.

남  죄송해요, 엄마.

여  이제부터 네 방은 네가 직접 청소해야 해. 옷을 걸고 침대를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마라. 매일 그걸 확인할 거야.

해설 여자는 남자가 방을 어질러 놓고 정리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어휘 clean[] 청소하다  from now on 앞으로는  own[] 자

기 자신의  forget to-v …할 것을 잊다  hang[] (물건을) 걸다  

make one’s bed 침대를 정리하다

11 ③

남  엄마, 저 왔어요!

여  너 많이 늦었구나. 학교 끝나고 어디에 있었니?

남  친구 몇 명이랑 도서관에 있었어요.

여  그랬어? 네가 필요한 그 책은 샀니?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살 돈 줬

잖니.

남  음… 안 샀어요. 내일 살게요.

여  그래서 그 돈은 아직 갖고 있니?

남  어… 네, 그래요.

여  거짓말 그만해라, John. 네가 PC방에 가고 있는 걸 봤단다. 거기서 

돈을 다 쓴 거니?

남  그랬어요… 죄송해요, 엄마.

해설 남자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 났으므로,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다.

어휘 quite[] 꽤, 상당히  after school 방과 후에  

library[] 도서관  lie[] 거짓말하다   [문제] c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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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ashamed[] 부끄러운, 창피한  relieved[d] 안도

하는  

12 ②

여  안녕, Max. 이번 주말에 포트럭 파티를 열 거야. 너도 올래?

남  포트럭 파티? 그게 뭐야?

여  그건 특별한 파티야. 모두가 직접 요리한 것을 가지고 오지.

남  재미있겠다. 하지만 난 요리를 잘 못 해. 넌 뭘 만들 건데?

여  난 케이크를 구울 거야. 넌 스파게티를 만드는 게 어때?

남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치킨 샐러드는 만들 수 있어.

여  좋아!

해설 남자는 포트럭 파티에 치킨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했다.

어휘 potluck[] 각자 음식을 조금씩 마련해 가지고 오는 식사

cook[] 요리하다; 요리사  bake[] 굽다

13 ③

여  남성 의류 매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여름 셔츠 세일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여  네. 모든 셔츠를 20% 할인가에 판매할 것입니다.

남  네, 그렇게 들었어요. 세일이 언제 시작하나요?

여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꼭 가겠습니다.

여  좋습니다. 일찍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셔츠들이 다 나가

기 전에 말이죠.

남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셔츠의 할인 판매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

화했다.

어휘 on sale 할인 중인  information[] 정보  

definitely[] 틀림없이  suggest[] 제안하다

14 ④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오늘 7시 뮤지컬 표 2장을 사려고 하는데요. 학생 할인이 되나요?

남  네. 학생증이 있으면, 20% 할인을 받습니다.

여  잘됐네요. 그럼 학생 표로 두 장 주세요. 여기 저희의 학생증이요.

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설 뮤지컬 공연 표를 판매하는 매표소 직원과 손님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discount[] 할인  student ID card 학생증

15 ③

남  너에게 말할 게 있어, Linda.

여  그게 뭔데?

남  내가 네 카메라를 망가뜨렸어. 그것을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깨졌어.

여  그건 지난주에 산 건데! 넌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니?

남  그건 사고였어. 정말 미안해.

해설 남자는 여자의 카메라를 고장 낸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사과하고 있

다.

어휘 break[] 깨다; *고장 내다 (break-broke-broken)  

drop[] 떨어뜨리다  careless[] 부주의한  

accident[] 사고  terribly[li] 너무, 대단히 

16 ③

남  이봐, 여기 네 전화기야. 내가 그것을 고쳤어!

여  와, 네가 정말 했구나! 정말 고마워.

남  나는 수리하는 걸 좋아해.

여  네가 Dan의 노트북 컴퓨터도 고쳤다고 들었어. 넌 어떻게 그렇게 잘

하니?

남  아빠가 기계에 대해 많이 가르쳐주셔. 기술자시거든. 나도 아빠 같은 

기술자가 되고 싶어.

여  그거 멋지다.

해설 남자는 아빠와 같은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fix[] 수리하다  laptop[] 노트북 컴퓨터  

machine[] 기계  engineer[] 기술자, 엔지니어

17 ②

남  제 일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남  감사의 표시로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여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는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뵈야 해요. 편

찮으시거든요.

남  아, 정말이요? 심각하신가요?

여  아니요. 이제 좋아지고 계세요.

해설 여자는 저녁에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갈 계획이라

고 했다.

어휘 take ... out to dinner …에게 저녁을 대접하다  

serious[] 심각한

18 ②

남  안녕하세요. 아시아의 역사에 관한 책을 찾고 있는데요.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  이 책이 가장 인기 있어요.

남  그거 얼마죠?

여  10달러예요.

남  그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에게 30퍼센트 할인 쿠폰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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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좋아요. 다른 거 더 필요하세요?

남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설 책의 정가는 10달러이나 30% 할인이 적용되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7달러이다.

어휘 look for …을 찾다  recommend[] 추천하다  

popular[u] 인기 있는  else[] 그 밖의

19 ②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저는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싶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  이건 어떠세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남  글쎄요, 그건 마음에 안 드네요.

여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를 원하세요?

남  저는 더 작은 걸 원해요.

해설 어떤 카메라를 원하는지 물었으므로, 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

변이 와야 한다.

① 그건 작동이 안 돼요.

③ 가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④ 저는 새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⑤ 그게 바로 제가 찾는 거예요.

어휘 best-selling 가장 잘 팔리는   [문제] exactly[] 정확히, 

꼭

20 ④

남  축하합니다! 당신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일 등을 했어요.

여  고맙습니다. 정말 기뻐요.

남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거주한 

적이 있나요?

여  아니요.

남  정말인가요? 그럼, 대회를 위해 얼마나 연습했어요?

여  4개월간 매일 연습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남  그래서 그렇게 잘한 거군요.

해설 여자가 장기간 연습을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와야 한다.

① 다음번에는 운이 더 좋을 거에요.

② 당신은 외국에서 공부해야 해요.

③ 저도 영어가 어려워요.

⑤ 당신은 연습을 더 많이 했어야 해요.

어휘 win first prize 1등을 하다  fluently[li] 유창하게  

practice[] 연습하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문제] abroad[] 해외에서  

Dictation Test 13 pp. 150~155

01  1) the weekly weather report  2) you’re in luck   
3) for the rest of the week 

02  1) report a theft  2) What does it look like   
3) on the front

03  1) which bus goes to  2) How often does it come   
3) how many stops 

04  1) you changed your job  2) design new cars   
3) since childhood  4) work at a bank

05  1) very excited  2) could you do me a favor   
3) get you some  4) when you get back

06  1) pack lunch  2) pass me that black pen   
3) do very well

07  1) received several complaints  2) the drivers go 
too fast  3) being late  4) try to find solutions 

08  1) convenience store was robbed  2) wasn’t injured in  
3) looking for 

09  1) What time shall we meet  2) get to the theater  
3) let’s meet at 

10  1) cleaned it yesterday  2) From now on   
3) hang up your clothes 

11  1) quite late  2) book you needed   
3) have the money

12  1) they cooked themselves  2) not a very good cook  
3) bake a cake  4) make some chicken salad

13  1) will be on sale  2) what I heard   
3) suggest you come early

14  1) two tickets for the musical  2) get a 20% discount  
3) two student tickets 

15  1) something to tell you  2) the screen broke   
3) be so careless

16  1) like fixing things  2) good at it   
3) a lot about machines  4) be an engineer like him 

17  1) nice of you  2) take you out to dinner   
3) He’s sick  4) getting better 

18  1) looking for a book  2) How much is it   
3) have a coupon  4) No thanks

19  1) Can I help you  2) Can you recommend one   
3) what kind of 

20  1) won first prize  2) speak English fluently   
3) how long did you practice  4) did my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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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4회         pp. 156~157

01 ③  02 ④  03 ⑤  04 ①  05 ⑤

06 ②  07 ④  08 ②  09 ②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④  19 ①  20 ③

01 ③

남  안녕하세요.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 동안 계속되겠지

만, 내일 아침에는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며 흐

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소나기가 올 것입니다. 기온 또한 내일 온

종일 평소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해설 내일 밤에는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어휘 continue[] 계속되다  through[] …동안 내내, 죽  

shower[] 소나기  temperature[] 기온  

lower[r] 더 낮은 (low의 비교급)  usual[] 평소의 일

02 ④

남  무엇을 만들고 있니, 얘야?

여  어, 아빠! 수업 일지 표지를 만들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남  어디 보자. 난 네가 ‘Class Journal’을 맨 아래에 넣은 게 맘에 드는

구나.

여  그래요? 가운데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남  아니야, 그냥 그대로 둬라. 그런데 그 코끼리랑 큰 나무는 잘 모르겠구

나. 코끼리를 나무 왼쪽으로 옮겨봐.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옮겨야겠어요. 고마워요, 아빠. 

해설 여자가 만들 표지에는 제목이 맨 아래에 있고 나무 왼쪽에 코끼리가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다.

어휘 cover[] 표지  journal[] 일지, 일기  

bottom[] 맨 아래

03 ⑤

남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걸 도와드릴까요?

여  네. 안전 장비를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안전 장비가 필요하세요?

여  인라인스케이트용 팔꿈치 보호대 한 쌍이 필요해요.

남  아, 그렇군요. 그건 저쪽에 있어요, 야구 글러브를 바로 지나서요.

여  아, 이제 보이네요. 할인 중인가요?

남  네, 일부는 10% 할인됩니다.

여  좋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해설 팔꿈치 보호대, 야구 글러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포츠용품점에

서 일어나는 대화이다.

어휘 safety equipment 안전 장비  a pair of 한 쌍의  

elbow[] 팔꿈치  pad[] (무릎·팔꿈치 등의) 보호대  

glove[] 장갑; *(야구용) 글러브

04 ①

여  너 달라 보인다. 살을 뺀 거야?

남  응! 알아봐 줘서 고마워.

여  살을 어떻게 뺐어?

남  기름진 음식을 안 먹고,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 아침마다 조깅도 

해.

여  잘하고 있네.

남  내 목표는 7킬로를 빼는 거야. 지금까지 5킬로를 뺐어.

여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해설 목표 체중을 말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할 수 있다며 격려하고 있다. 

어휘 lose weight 살을 빼다, 체중을 줄이다  notice[] 알아채

다, 알아보다  oily[] 기름기 있는  vegetable[] 채소  

goal[] 목표  so far 지금까지

05 ⑤

남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나는 네가 영화 <Earth>를 보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  그랬었지, 근데 영화 표가 매진이래.

남  아, 그거 안됐다. 너 정말로 그걸 보고 싶어 했잖아.

여  응, 그랬어.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라서 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

하지 않았거든.

남  너는 표를 미리 예매했어야만 했어.

해설 여자는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지 못해서 실망한 상태이다.

어휘 be sold out 매진되다  documentary[u] 다큐멘

터리  reserve[] 예매하다  ahead of time (약속) 시간보다 빨리   

[문제] confused[] 당황한  relieved[d] 안심한  

disappointed[] 실망한

06 ②

남  Ellen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대.

여  알아. 그 애는 오늘 밤 축하 파티를 열 거야. 우린 초대받았어.

남  아, 잘됐네. 와인 한 병을 가져가자.

여  그 앤 와인을 좋아하지 않아.

남  그렇다면 꽃은 어떨까?

여  꽃은 오래가지 않잖아. 화분이 더 나을 것 같아.

남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설 두 사람은 친구의 파티에 화분을 사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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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move[] 이사하다  celebrate[] 축하하다  

invite[] 초대하다  a bottle of 한 병의  wine[] 포도주  

last[] 지속하다  potted plant 화분

07 ④

남  방과 후에 나랑 같이 쇼핑하러 갈래?

여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여행을 가셔서 내가 엄마 대신에 

할 일이 많거든.

남  뭘 해야 하는데?

여  집 청소와 빨래를 해야 하고 아버지를 위해 저녁을 만들어야 해. 또, 

오늘은 해야 할 숙제도 많아.

남  와, 그래. 다음에 쇼핑하러 가자.

해설 여자는 청소, 빨래, 저녁 식사 준비와 숙제를 해야 해서 쇼핑하러 갈 

수 없다.

어휘 I’m afraid (that) ... …해서 유감이다  go on a trip 여행가다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08 ②

여  신사 숙녀 여러분, 현재 뉴욕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출발 지연으로 

인해, 우리는 예정보다 30분 늦게 착륙할 것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15분 후에 John F. Kennedy 공항에 

착륙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좌석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여러

분이 즐거운 여행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이고, 비행기는 15분 후에 도착 예정이

므로 비행기 착륙 시각은 오후 4시 45분이다.

어휘 due to …때문에  delay[] 지연  departure[] 출

발  behind schedule 예정보다 늦게  land[] 착륙하다  

seat[] 좌석  fasten a seat belt 안전벨트를 착용하다  

pleasant[] 즐거운

09 ②

여  무슨 일이니? 너 아파 보이는구나.

남  저 복통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여  그것참 안됐구나. 학교를 조퇴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남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오후에 발표를 하기로 되

어 있잖아요.

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정을 조정할게. 네가 빨리 낫기를 바란다.

남  고맙습니다, 선생님.

해설 배탈이 난 학생과 조퇴를 허락해 주는 선생님과의 대화이다.

어휘 have a stomachache 복통이 있다  hurt[] 아프다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reschedule[] 일정을 변

경하다  get better 회복하다

10 ②

남  여보세요? Roy 음식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오늘 저녁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남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여  저는 Dorothy Fenton입니다.

남  Fenton 씨… 여기 있네요. 다른 날로 새로 예약을 하시겠어요?

여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설 여자는 식당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 전화했다.

어휘 cancel[] 취소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11 ①

남  Mike에게는 매우 유명한 축구 선수인 삼촌이 있다. 학교 첫날 그는 

반 친구들에게 삼촌이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 친구

들은 그를 비웃기만 했다. 그들은 그가 주목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Mike의 삼촌인 그 유명한 축

구선수가 Mike를 보기 위해 학교에 왔다. 모두 정말 놀랐다. Mike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해설 Mike의 삼촌이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것을 믿지 않던 친구들은 삼

촌을 직접 보고 나서야 Mike의 말을 믿게 되었으므로 ‘보는 것이 믿는 것

이다.’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린다.

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②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③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④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

⑤ 부전자전.

어휘 laugh at …을 비웃다  attention[] 주의, 주목  

surprised[] 놀란   [문제] haste[] 급함, 서두름  

waste[] 낭비  wing[] 날개  

12 ⑤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서울행 8시 30분 기차표를 사고 싶습니다. 성인 두 명에 아이 하나입

니다.

여  성인 둘에 아이 하나요. 편도 승차권이 필요하신가요?

남  아니요. 월요일 저녁에 돌아왔으면 하는데요.

여  알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요. 왕복 승차권

으로 성인은 각각 50달러이고, 아이는 각각 35달러입니다. 지불은 어

떻게 하시겠어요?

남  여기 신용카드입니다.

해설 성인 두 명의 왕복 승차권 100달러($50 x 2)와 어린이 왕복 승차권 

35달러를 합하면, 총 135달러이다. 

어휘 adult[] 성인  one-way ticket 편도 승차권  round-trip 

ticket 왕복 승차권  credit card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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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④

① 여  친절한 조언 감사드려요.

 남  천만에요.

② 여  내 숙제를 좀 도와줄 수 있니?

 남  물론이지. 그게 뭔데?

③ 여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

 남  난 테니스를 좋아해.

④ 여  몇 시에 출근하세요?

 남  8시간 동안이요.

⑤ 여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니?

 남  응, 뉴질랜드에 살았었어.

해설 ④ 몇 시에 출근하느냐고 물었으므로, 8시간 동안이라는 답변은 어

색하다.

어휘 advice[] 충고  leave for …으로 향해 떠나다  

foreign[] 외국의  country[] 나라, 국가

14 ②

여  무슨 문제라도 있니, Peter?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남  내 지갑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여  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장소가 어디니?

남  지하철 안에서. 내가 거기에 두고 내린 게 아니어야 할 텐데. 그걸 지

난주에 샀단 말이야.

여  분실물 보관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어때?

남  알았어. 지금 바로 해야겠어.

해설 남자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기분이 좋지 않다.

어휘 upset[] 화가 난  wallet[] 지갑  anywhere[] 

어디든지, 아무 데도  lost and found 분실물 취급소

15 ①

남  여기 아이스크림 종류가 정말 많다. 넌 어떤 걸 추천해?

여  내가 초콜릿, 바닐라, 딸기 그리고 녹차를 먹어봤거든. 모두 다 맛있지

만, 난 녹차 아이스크림이 최고라고 생각해.

남  그럼 난 그걸로 먹을래. 너는?

여  나는 새로운 걸로 먹어볼래. 나는 체리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남  그것도 괜찮아 보이네.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녹차 아이스크림을 추천했고, 자신은 체리 아이스

크림을 먹겠다고 했다.

어휘 vanilla[] 바닐라  green tea 녹차  delicious[] 맛

있는  try[] 시도하다 

16 ⑤

여  정말 배고프다. 이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을까?

남  그럴 거 같은데. 아, 봐봐. 창에 메뉴가 있네.

여  닭튀김도 팔아?

남  아니, 하지만 치킨버거는 팔아.

여  괜찮네.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어?

남  음, 치즈버거와 베이컨 샌드위치도 있네.

여  너 어제 치즈버거 먹지 않았니?

남  맞아. 그럼 베이컨 샌드위치를 먹어야겠다.

해설 남자는 어제 치즈버거를 먹어서, 오늘은 베이컨 샌드위치를 먹겠다

고 했다.

어휘 serve[] (음식을) 제공하다  fried[] 튀긴    

[문제] roast chicken 구운 닭고기

17 ⑤

남  여러분은 매일 아침 아침밥을 드시나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을 먹지 않지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심에 과식하도록 만

들어서 살이 더 찔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르는 것이 위를 안 좋

게 해서 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침을 먹는 

것이 뇌의 활동을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식

사를 잊지 마세요.   

해설 남자는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침을 먹도록 권하고 

있다.

어휘 overeat[] 과식하다  gain weight 살이 찌다  

skip[] 건너뛰다  bother[] 괴롭히다  stomach[] 

위, 배  crucial[]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brain[] 뇌

18 ④

여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희 피겨

스케이팅 동아리에 오셔서 가입하세요. 저희는 나이, 스케이트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주 금요일에 강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도 없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하세요.

해설 이 동아리는 회비가 없다고 했다.

어휘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level[] 수준  

membership fee 회비  apply[] 지원하다, 신청하다

19 ①

남  안녕하세요. 이 셔츠를 교환하고 싶어요.

여  네. 뭐가 잘못됐나요?

남  아니요,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여기 영수증이에요.

여  고맙습니다. 어, 이걸 이 매장에서 사신 게 아니네요.

남  아니에요. 시내에 있는 매장에서 샀어요.

여  유감스럽지만, 구입하신 매장에서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남  하지만 그 매장은 너무 멀어요. 여기서 교환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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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죄송하지만, 규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해설 구입하지 않은 매장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교환 정책을 지

켜야 한다는 직원의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② 그러죠, 나중에 그곳에 모시고 갈게요.

③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 색상이 싫어요.

④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⑤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할 수 없어요.

어휘 exchange[] 교환하다  receipt[] 영수증  

downtown[] 시내의  let[] …에게 …시키다; *…하게 해 

주다 (let-let-let)  [문제] break[] 깨다; *어기다  rule[] 규

칙, 원칙

20 ③

남  안녕, Alyssa.

여  안녕, Trent. 내가 빌려준 책 다 읽었어?

남  응. 정말 재미있었어!

여  좋았다니 기쁘네. 지금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남  실은, 동생에게 빌려줬어. 그 애도 좋아할 거 같아서.

여  빌려줬다고? 하지만 내 친구에게 그다음으로 읽게 해 준다고 약속했

는걸.

남  아. 나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여  먼저 나에게 물어봤어야지.

해설 남자는 여자의 책을 허락 없이 동생에게 빌려주었으므로, 여자는 자

신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고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②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게 어때?

④ 그건 내가 이제껏 읽어본 책 중에 최고의 책이야.

⑤ 네 동생에게서 그것을 빌릴 수 있을까?

어휘 lend[] 빌려주다 (lend-lent-lent)  borrow[] 빌리다

Dictation Test 14 pp. 158~163

01  1) rain will continue  2) with some strong winds   
3) lower than usual 

02  1) for my class journal  2) put it in the middle   
3) leave it as it is  4) the left side of 

03  1) help you find  2) a pair of  3) Are they on sale
04  1) Have you lost weight  2) started eating lots of 

vegetables  3) My goal is to lose 
05  1) it was sold out  2) wanted to see it   

3) would be many people 
06  1) moved into her new apartment   

2) a bottle of wine  3) don’t last long

07  1) go shopping with me  2) went on a trip   
3) do the laundry  4) some other time

08  1) Due to the delay  2) sorry for the inconvenience  
3) fasten your seat belt 

09  1) have a stomachache  2) make a presentation   
3) hope you get better 

10  1) cancel my reservation   
2) make a new reservation  3) Maybe later

11  1) On the first day of  2) laughed at him   
3) hadn’t lied

12  1) buy tickets for  2) return Monday evening   
3) How would you like to pay 

13  1) Don’t mention it  2) What kinds of sports   
3) in a foreign country 

14  1) find my wallet anywhere  2) On the subway   
3) call the lost and found 

15  1) many kinds of  2) is the best   
3) try something new 

16  1) I guess so  2) Do they serve   
3) anything you want  4) have a cheeseburger 

17  1) might gain more weight  2) It is crucial for   
3) don’t forget to eat 

18  1) have fun  2) take lessons   
3) apply by this Thursday

19  1) exchange this shirt  2) Here’s my receipt   
3) have to exchange  

20  1) I lent you  2) have it back  3) read it next 

실전모의고사 15회         pp. 164~165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①

06 ②  07 ②  08 ⑤  09 ③  10 ②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③

16 ③  17 ④  18 ②  19 ④  20 ⑤

01 ①

남  오늘의 세계 일기예보입니다. 서울은 종일 아주 맑고 덥겠지만, 도쿄

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흐리겠습니다. 상하

이에 계신 분들은 밤에 약간의 비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 오늘 베이징은 흐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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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a little bit 조금

02 ②

남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여  안녕하세요. 재킷을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양쪽에 두 개의 큰 주머니가 있고 오른쪽 

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  작은 주머니가 없는 것도 있나요?

남  확인해 볼게요. 네! 주머니 두 개만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여  멋져요. 그걸로 할게요! 

해설 여자는 오른쪽 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양쪽에만 큰 주머니가 있는 

재킷을 사겠다고 했다.

어휘 on either side 양쪽에  pocket[] 주머니 

03 ②

여  여권과 비행기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  여기 있습니다.

여  좋습니다, 부칠 가방이 있으신가요?

남  아니요. 이건 기내에 가지고 탈 거예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 손님의 탑승권이 있습니다. 20분 후에 30번 게이트

에서 탑승하셔야 해요.

남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해설 여권과 탑승권, 탑승 게이트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공항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assport[] 여권  check[] 조사하다; *(비행기 등을 

탈 때 수하물을) 부치다  boarding pass 탑승권  board[] 탑승하

다, 승차하다   [문제] travel agency 여행사

04 ⑤

남  너는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니?

여  나는 늘 멋진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남  그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여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나는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을 즐

기거든. 너는 어때?

남  나는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 그래

서 여행가이드가 되고 싶어.

해설 여자는 의상디자이너, 남자는 여행가이드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graduate[uit] 졸업하다  novelist[] 소설가  

place[] 장소

05 ①

여  나는 이번 여행 때문에 신이 나. 내일 우리 비행기가 몇 시에 떠나지?

남  오전 10시야.

여  그러면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공항에서 9시에 만나는 게 어때?

남  좀 늦을 거 같아. 비행기가 떠나기 2시간 전에 만나자.

여  그래. 그때 보자.

해설 비행기 출발 시각이 10시이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은 출발 

2시간 전이므로 8시이다.

어휘 trip[] 여행  flight[] 항공편

06 ②

여  안녕, Kevin.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남  교내 미술 대회에 그림을 출품했어.

여  아, 정말? 방금 입상자를 발표하지 않았어?

남  맞아. 내가 우리 학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

여  정말? 축하해!

남  고마워. 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여  그분들께 지금 당장 메시지를 보내.

남  그래. 바로 보내야겠어.

해설 남자는 미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신이 날 것이다.

어휘 enter[] 들어가다; *출품하다  painting[] 그림  

announce[] 발표하다  winner[] 우승자  grand prize 

최우수상  grade[] 학년  can’t wait (…하기를) 몹시 바라다    

[문제] embarrassed[t] 당황한

07 ②

남  지금 몇 시야?

여  6시야. 우리 너무 빨리 왔다. 영화 시작하기 전까지 한 시간이나 남았어.

남  뭐 좀 먹는 게 어떨까?

여  나는 배불러. 그리고 영화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잖아. 지금은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아. 대신에 우리 서점을 둘러보는 게 어때? 극장 옆

에 서점이 하나 있어.

남  좋아.

해설 두 사람은 영화를 보기 전에 서점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휘 full[] 가득 찬; *배부른  while[h] … 동안에  look 

around 둘러보다  instead[] 대신에  theater[] 극장

08 ⑤

여  Jason, 영화 보러 가고 싶니?

남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여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랑 또 싸웠니?

남  아니. 엄마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화가 나셨어.

여  네가 뭐 잘못했니?

남  그다지. 엄마는 내가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어.

여  엄마 말씀 들어. 엄마가 가장 잘 아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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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남자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엄마의 꾸지람 때문에 기분

이 안 좋다고 했다.

어휘 mood[] 기분  have a fight 싸우다   

09 ③

남  제가 어제 이 책을 샀는데, 파손됐어요.

여  아, 죄송합니다. 파손된 곳을 보여주시겠어요?

남  보세요. 몇 페이지가 빠져 있잖아요.

여  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교환하길 원하시나요?

남  네, 그래요. 하지만 파본인지 아닌지 확인 먼저 해 주세요.

여  알겠습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해설 남자는 파본인 책을 다른 책으로 교환하길 원한다.

어휘 damaged[d] 손상된  missing[] 분실한, 없어진  

check if ... …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trouble[] 불편

10 ②

남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여  초콜릿 도넛 한 개와 작은 사이즈 커피 한 잔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넛이 반값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  아니요, 몰랐어요. 도넛이 평소에 얼마죠?

남  평소엔 하나에 1달러에요.

여  좋아요. 그럼 초콜릿 도넛 2개를 살게요. 그리고 커피는 얼마죠?

남  1달러 50센트에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 5달러에요.

남  감사합니다. 여기 거스름돈입니다.

해설 평소에 1달러인 도넛이 오늘 반값 행사 중이므로 두 개를 사면 1달

러($0.5×2)이고, 커피는 1.5달러이므로 총 2.5달러이다. 여자가 5달러를 

냈으므로 거스름돈은 2.5달러이다.

어휘 donut[] 도넛  half-price 반값의

11 ③

여  여러분은 요가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

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좋은지는 모를 수도 있죠. 우선, 요

가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요가는 

또한 여러분의 정신에도 훌륭한 운동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잠을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건강해 지고 싶다면, 요가를 해봐야 합니다.  

해설 요가의 장점으로 체중 관리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health[] 건강  body[] 몸, 신체  first of all 우선, 무

엇보다도  muscle[] 근육  exercise[] 운동  

relieve[] 완화하다  physically[] 육체적으로  

mentally[] 정신적으로

12 ①

남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싶니?

여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나는 외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생각하고 있어. 너는 어때?

남  난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해. 음, 나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나는 변호

사가 되고 싶거든.

여  그거 멋지구나. 네 꿈이 실현되길 바랄게.

해설 남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

어휘 university[] 대학교  decide[] 결심하다  

yet[] 아직  Chinese[] 중국어  Spanish[] 스페인어  

law[] 법률; *법학  lawyer[] 변호사  come true 실현되다

13 ②

남  쇼핑객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특별 하루 세일로 인해 내일 폐점 시

간을 변경하려 합니다. 저희는 보통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내일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문을 닫겠습니다. 저희 백

화점에서 쇼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해설 특별 세일을 하는 내일의 영업시간 변경에 관한 안내 방송이다.

어휘 closing time 폐점 시간  usually[] 보통

14 ④

여  안녕, Ben! 널 여기서 보다니 놀라운데.

남  어, 안녕! 난 수업에 쓸 책을 사러 여기 왔는데, 이 베스트셀러들이 재

미있어 보인다. 

여  그래? 너는 어떤 종류의 책에 관심이 있니?

남  글쎄, 난 소설은 좋아한 적이 없지만 이 책이 6개월 동안 스테디셀러

라고 하네.  

여  이거? 난 읽어봤는데, 정말 좋았어. 너도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해설 여자가 좋아했던 책을 남자도 좋아할 거라며 읽기를 추천하는 말이다.

어휘 surprising[] 놀라운  steady seller 스테디셀러 (오

랫동안 꾸준히 잘 팔리는 책)

15 ③

남  엄마, 학교에서 이번 토요일에 현장 학습을 가요.

여  어디로 갈 거라고 했니?

남  지역 농장에 가서 그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운대요.

여  그거 괜찮구나.

남  네, 근데 그날 점심을 싸가야 해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  물론이지, 얘야. 점심으로 무엇을 원하니?

남  그냥 치킨 샌드위치면 돼요.

해설 남자는 엄마에게 현장 학습 갈 때 가져갈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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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go on a field trip 현장 학습을 가다  local[] 지역의,  

현지의  farm[] 농장  work[] 운용하다, 작동하다  

16 ③

남  의사 선생님, 저 목이 아파요.

여  어디 봅시다. 음… 심각하네요.

남  정말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여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남  알겠습니다.

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가습기와 관련된 조언은 하지 않았다.

어휘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프다  take a look at …을 (한 번) 

보다  rest[] 쉬다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17 ④

① 남  도서관에는 어떻게 가나요?

 여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서 두 블록을 가세요.

② 남  놀이동산에 줄이 길었니?

 여  응, 매우 혼잡했어.

③ 남  그 상자들을 옮기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여  아,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④ 남  오늘 서울 모터쇼에 가는 거 어때?

 여  이 자동차들은 비싸.

⑤ 남  실례합니다. 이 TV는 얼마죠?

 여  세일해서 1,000달러입니다.

해설 ④ 남자가 모터쇼에 가자는 제안을 했으므로, 수락이나 거절의 응답

이 와야 한다.

어휘 light[] 신호등  line[] 줄  amusement park 놀이동산     

18 ②

여  너 당근을 골라내고 있는 거니?

남  네, 엄마. 저는 볶음밥에 든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

요.

여  넌 콩도 안 먹고 있잖아.

남  저는 그것들이 싫어요. 맛이 없잖아요.

여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것들은 네 건강에 좋단다. 콩과 당근을 먹도

록 해라. 다른 재료들과 같이 먹으면 맛이 더 나을 거야.

남  알았어요. 먹어볼게요.

해설 여자는 당근과 콩을 먹지 않는 남자의 편식 습관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어휘 take out 꺼내다, 덜어내다  carrot[] 당근  fried rice 볶

음밥  bean[] 콩  either[, i] …도 또한 (않다)  

taste[] 맛이 …하다  ingredient[] 재료

19 ④

여  안녕, Paul. 무슨 문제 있니?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남  나 여름 방학에 일본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어.

여  왜 못 가는데? 너무 바쁜 거야?

남  아니, 시간은 많아. 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아.

여  얼마가 필요한데?

남  700달러 정도.

여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 어때?

해설 일본 여행을 갈 돈이 부족하다는 남자의 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해보

라고 조언하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곳에 같이 갈 수 있어.

② 왜 방학을 즐기지 못했니?

③ 미안하지만 그건 너무 큰 액수야.

⑤ 졸업 후에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어휘 down[] 기운 없는, 우울한  plenty of 많은   

[문제]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20 ⑤

남  너 Hector 봤니?

여  아니, 그 애는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왜?

남  우리 만나서 점심 먹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내가 취소해야 해서.

여  그 애 휴대전화로 연락해보는 건 어때?

남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네. 너 그 애 집 전화번호를 아니?

여  응, 내 휴대전화에 그 애 전화번호가 있어.

해설 남자가 Hector의 집 전화번호를 아는지 물었으므로, 긍정 또는 부

정의 응답이 와야 한다.

① 그 애는 휴대전화가 없어.

② 응, 나는 그 애가 이해할 거라고 확신해.

③ 어차피 나는 별로 배고프지 않아.

④ 미안하지만, 난 그 애 집 주소를 몰라.

어휘 probably[] 아마(도)  answer[] 대답하다; *전화

를 받다   [문제] anyway[] 어차피 

Dictation Test 15 pp. 166~171

01  1) weather report for today  2) will be cloudy   
3) a little bit of rain

02  1) help you with  2) on either side  3) Let me check
03  1) Here they are  2) carry this onto the plane   

3) in twenty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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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04  1) want to do  2) changed my mind   
3) enjoy designing and making

05  1) excited about this trip  2) what time shall we meet  
3) a little too late  4) See you then

06  1) What are you doing  2) announce the winners   
3) can’t wait to tell

07  1) came too early  2) I’m full  3) look around   
4) next to the theater.

08  1) not in the mood  2) got angry with me   
3) spend too much time playing 

09  1) it’s damaged  2) Some pages are missing   
3) sorry for the trouble

10  1) What can I get you  2) did you know   
3) how much is the coffee  4) here’s your change

11  1) good for your health  2) makes your muscles strong  
3) relieve your stress 

12  1) study at university  2) be good at   
3) dream comes true

13  1) changing our closing time  2) later than usual   
3) Enjoy your shopping

14  1) surprising to see  2) look interesting   
3) are you interested in  4) you will love it

15  1) go on a field trip  2) about how it works   
3) pack our lunch  4) want for lunch

16  1) have a sore throat  2) Let me take a look   
3) try not to talk  4) Take this medicine 

17  1) get to the library  2) it was very crowded   
3) Why don’t we go 

18  1) taking out the carrots  2) eating your beans   
3) good for your health  4) it will taste better

19  1) You look down  2) Are you too busy   
3) don’t have enough money 

20  1) probably at home  2) have to cancel   
3) he didn’t answer

Word Test 13~15    pp. 172~173

A
01 주간의 02 절도 03 불행하게도 

04 훔치다 05 택시 승차장 06 싸다 

07 건네주다 08 받다, 접수하다 09 안전벨트

10 설치하다 11 부상을 입은, 다친

12 굽다 13 여행 14 최선을 다하다 

15 일지, 일기 16 알아채다, 알아보다

17 기름기 있는 18 포도주 19 화분 

20 …을 비웃다 21 급함, 서두름 22 해결책 

23 어디든지, 아무 데도 24 설명, 묘사 25 과식하다 

26 괴롭히다 27 탑승하다, 승차하다 

28 졸업하다 29 우승자 

30 (…하기를) 몹시 바라다  31 …동안에 

32 극장 33 기분  34 우선, 무엇보다도 

35 정신적으로 36 실현되다 37 지역의, 현지의 

38 아마(도) 39 어차피 40 앞으로는

B 
01 sunshine 02 seat 03 childhood 

04 headache 05 complaint 06 report 
07 rob 08 lie 09 careless 

10 serious 11 popular 12 exactly 

13 best-selling 14 elbow 15 contact 
16 waste 17 wing 18 foreign 

19 wallet 20 ashamed 21 receipt                 
22 through 23 level 24 stomach 

25 skip 26 try 27 enter 

28 grade 29 full 30 damaged 

31 exercise 32 physically       33 Chinese  

34 law 35 farm 36 carrot 
37 ingredient 38 brain 39 closing time 

40 lawyer

실전모의고사 16회         pp. 174~175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⑤  09 ④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①  19 ③  20 ④

01 ④

여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기예보입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맑은 날이 다

음 며칠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맑을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아주 

흐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다시 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목요일과 금요일은 흐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continue[] 계속되다  expect[] 기대하다, 예

상하다  high[] 높은  temperature[]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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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④

여  핼러윈 파티에 쓸 가면이 필요해.

남  난 슈퍼 영웅이 될 거야! 넌 그 괴물 가면을 사.

여  난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 귀여운 걸 하고 싶어.

남  로봇이 귀엽지 않니?

여  아니! 토끼가 귀엽네. 이건 어떤 것 같니?

남  멋지긴 한데, 난 고양이 가면이 더 좋은걸.

여  난 고양이가 싫어. 그러니까 대신 토끼 가면을 살래.

해설 여자는 핼러윈 파티를 위해 귀여운 토끼 가면을 사겠다고 했다.

어휘 mask[] 가면  monster[] 괴물  prefer[] 

선호하다  instead[] 대신에

03 ②

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하룻밤 묵을 1인용 침실을 원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  Mark Wallace입니다.

여  도시 전망과 산 전망 중 어떤 걸 원하세요?

남  도시 전망이 좋겠어요.

여  하루에 100달러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  현금으로 낼게요.

해설 하루 묵을 침실, 방의 전망과 같은 대화 내용으로 보아, 호텔에서 일

어나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single room 1인용 침실  view[] 전망  pay[] 지불하다  

in cash 현금으로

04 ④

여  네가 보고 싶어 하던 영화 표를 예매했어.

남  정말? <The Ghost Bride>를 말하는 거야?

여  응. 이번 토요일 오후야.

남  이런! 난 이미 토요일에 일이 있어. 우리 일요일에 볼 수 있을까? 

여  좋아, 그런데 그때는 저녁 표만 가능해.

남  그 영화 표를 저녁 표로 교환해 줄래? 정말 미안해.

여  괜찮아.   

해설 남자는 여자가 예매해 놓은 날에 영화를 볼 수 없어서 표를 바꿔달

라고 했다.

어휘 book[] 예약하다  bride[] 신부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exchange[] 교환하다    

05 ⑤

여  안녕하세요. 이 바지를 반납하고 환불을 받고 싶어요.

남  오, 뭐가 잘못됐나요?

여  실은 제가 여기 다시 와야 했던 게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처음에 샀던 

것에는 구멍이 있어서 새 걸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퍼가 

망가졌어요. 정말 귀찮네요.

남  정말 죄송합니다. 

여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설 남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하고 있다.

어휘 return[] 돌려주다, 반납하다  get a refund 환불받다  

hole[] 구멍  broken[] 고장 난  annoying[] 짜증

스러운, 귀찮은  happen[] 발생하다

06 ②

남  여보세요?

여  안녕, Clark. 나 Mindy야.

남  안녕, Mindy. 어떻게 지내?

여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오늘 저녁에 큰 저녁 파티를 여는 거 알지?

남  응, 지난주에 날 초대했잖아.

여  맞아. 그런데 너희 접시를 좀 쓸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남  그래. 접시들을 가져갈게.

여  고마워!

해설 여자는 저녁 파티를 위해 접시를 빌리려고 전화했다.

어휘 invite[] 초대하다  wonder[] 궁금해하다  

enough[] 충분한 수·양  bring[] 가져다주다 

07 ③

남  상을 차리는 것을 끝냈어요. 지금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일 있나요?

여  풍선은 달았어요?

남  네, 했어요. 식탁에 놓을 의자들도 다 옮겼어요. 또 있어요?

여  고마워요! 이제 음식 만드는 것도 거의 다 됐어요. Paris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찾아올래요?

남  여보, 오늘 아침에 이미 찾아왔어요.

여  아, 맞다. 깜박했어요. 

해설 남자가 선물을 사왔다는 언급은 없었다.

어휘 set the table 상을 차리다  pick up …을 찾아오다

08 ⑤

남  안녕하세요. 저는 Kim’s 컴퓨터 수리점에서 나온 Sam이라고 합니

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남  어디 볼까요… 이렇게 느려진 게 얼마나 됐나요?

여  지난 일요일부터요.

남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고칠 수 있

68



정답 및 해설 

을 것 같군요.

여  네. 얼마나 걸릴까요?

남  30분 정도요.

해설 컴퓨터가 느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아, 

컴퓨터 수리기사와 고객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repair shop 수리점  since[] …이래로  fix[] 고치다  

antivirus program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09 ④

여  넌 종이컵을 너무 많이 써.

남  사용하기 쉽고 씻지 않아도 되니까.

여  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야지. 종이컵은 코팅 때문에 재활용하기도 어려

워. 게다가, 종이컵을 쓰지 않으면 많은 나무도 아낄 수 있지.

남  네 말이 맞아. 그 생각을 못 했네. 머그잔을 사용해야겠다.

여  좋아.

해설 여자는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어휘 environment[] 환경  recycle[] 재활용

하다  coating[] 코팅  in addition 게다가, 더구나  save[] 

절약하다, *구하다  mug[] 머그잔

10 ①

남  수업 끝나고 뭐 할 거야?

여  시내에 있는 서점에 갈 거야.

남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게 어때? 더 싸고 더 편리하잖아.

여  나도 알지만, 이 책은 내일 필요하고, 배송되는데 최소 이틀은 걸리잖아. 

남  네 말이 맞네. 내가 같이 가도 되니? 나도 책이 몇 권 필요하거든. 

여  물론이야.

해설 두 사람은 방과 후에 같이 서점에 가기로 했다. 

어휘 downtown[] 시내에  cheaper[r] 더 저렴한 

(cheap의 비교급)  convenient[] 편리한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deliver[] 배달하다

11 ④

여  오, 안녕, Todd.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남  오늘 아침에 쇼핑몰에서 네 여동생을 만났어. 너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

여  응. 내 스마트폰이 작동이 잘 안 돼. 일부 사진이 날아갔을지도 몰라.

남  음, 있지, 내가 기계를 정말 잘 다루잖아.

여  알지. 하지만 내 문제로 널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남  바보같이 굴지 마. 친구 좋은 게 뭐니? 내가 한번 볼게.

여  그래. 고마워.

해설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도와주러 온 남자에게 여자는 고마

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어휘 mall[] 쇼핑몰  work[] 일하다; *작동하다  lose[] 

잃다 (lose-lost-lost)  bother[] 귀찮게 하다  silly[] 어리석

은  take a look …을 보다   [문제] grateful[] 고마워하는  

embarrassed[t] 당황한  

12 ②

남  얘, Lucy. 네 블로그를 봤는데, 정말 많은 꽃 사진으로 가득하더라.

여  응. 난 꽃을 아주 좋아하고, 꽃을 이용해서 방 꾸미는 것을 좋아해.

남  그것들 다 멋져 보여. 난 네가 그것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여  고마워. 나는 부케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어.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거든.

남  너에게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아.

해설 여자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휘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decorate[] 꾸미다, 장

식하다  be good at …을 잘하다  bouquet[] 부케, 꽃다발  

florist[] 화초를 파는 사람   

13 ⑤

여  크리스마스에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갈 거니?

남  응. 6개월 이상 그분들을 못 뵈었거든.

여  자동차 타고 갈 거야?

남  아니, 비행기를 탈 거야. 자동차를 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여  맞아. 표는 예매했어?

남  응, 지난달에 예매했어.

해설 남자는 크리스마스에 자동차 대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했다.

어휘 airplane[] 비행기  reserve[] 예약하다

14 ②

남  James Street 중학교의 봄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음

악, 춤과 노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모두에

게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셔서 축제를 즐겨 주세요!

해설 남자는 학교 축제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어휘 festival[] 축제  hold[] 개최하다 (hold-held-
held)  various[] 다양한  include[] 포함하다  

prepare[] 준비하다   

15 ④

여  도와드릴까요, 손님?

남  네. 서울행 다음 열차표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여  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서두르셔야겠어요.

남  정말이요? 몇 시에 출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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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8시에 출발합니다.

남  아, 5분 남았네요. 표가 얼마죠?

여  3만 원입니다.

해설 기차가 8시에 출발하는데 5분 남았다고 했으므로, 현재 시각은 7시 

55분이다.

어휘 hurry[] 서두르다  leave[] 떠나다, 출발하다

16 ③

여  도와드릴까요?

남  네, 지갑을 사고 싶어요.

여  이건 어떠세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남  그게 얼마죠?

여  90달러예요.

남  너무 비싸네요. 좀 더 저렴한 것이 있나요?

여  이 갈색 지갑은 어때요? 100달러였는데, 지금은 40% 할인 중이에요.

남  좋아요, 그걸로 살게요.

해설 남자가 사려는 지갑은 원래 100달러였는데 40% 할인 중이므로, 남

자는 6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어휘 popular[u] 인기 있는  off[] 할인하여

17 ④

① 여  중국에 가본 적 있니?

 남  응. 2년 전에 그곳에 갔었어.

② 여  너 오늘 왜 출근 안 해?

 남  몸이 안 좋아서.

③ 여  오늘 저녁에 멕시코 요리 먹을래?

 남  난 좋아.

④ 여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야?

 남  너는 노란색이 아주 잘 어울려.

⑤ 여  오늘 저녁 콘서트 때문에 신이 나.

 남  나도 그래.

해설 ④ 여자가 좋아하는 색을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색으로 대답해야 한다.

어휘 favorite[] 정말 좋아하는

18 ①

남  여보세요, Susan.

여  무슨 일이야, Mike?

남  안녕.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지난 금요일 밤 댄스파티는 어땠어?

여  환상적이었어. 넌 왜 안 왔어? 너 춤 추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남  다리가 부러져서 갈 수가 없었어.

여  저런. 어쩌다가 그랬어?

남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어.

여  음, 네 다리가 빨리 낫기를 바랄게.

해설 남자는 스키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댄스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다.

어휘 fantastic[] 환상적인  break[] 깨지다; *부러지

다 (break-broke-broken)  fall[] 넘어지다 (fall-fell-fallen)  

get better (병·상황 따위가) 좋아지다

19 ③

남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어?

여  아니. 왜?

남  내가 파티를 열거든. 우리 회사 사람들을 초대할 거야. 너도 올래?

여  재미있겠다. 몇 시에 시작해?

남  8시에.

여  내가 뭘 가져갈까?

남  아니. 그냥 오면 돼.

해설 여자가 파티에 가져갈 것이 있는지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이 

와야 한다.

① 천만에.   ②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④ 서둘러서 늦지 않도록 해. 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휘 company[] 회사

20 ④

남  방금 휴가를 보낼 호주행 표를 예매했어.

여  멋진데. 신나겠다. 누구랑 가는 거야?

남  우리 형이랑.

여  너희 형은 호주에 가본 적이 있지, 맞지?

남  응, 거기서 어학연수를 받았어. 그래서 형은 호주에 대해 아는 게 많아.

여  그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호텔에서 머물 거니?

남  아니, 우리 형의 친구 집에서 머물 거야.

해설 호텔에서 묵을 거냐고 물었으므로, 그 여부에 대한 답변이 와야 한다.

① 물론, 너랑 같이 갈게.

② 아니, 우린 비행기를 탈 거야.

③ 내가 멋진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어.

⑤ 응, 그 호텔은 모든 방이 이미 예약이 됐어.

어휘 helpful[] 도움이 되는   

Dictation Test 16 pp. 176~181

01  1) will continue for  2) expect high temperatures   
3) will be sunny again

02  1) need a mask  2) something cute   
3) prefer the cat mask

03  1) single room for one night  2) I’d like a city view  
3) pay in cash

04  1) booked tickets  2) made plans for   
3) tickets 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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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return these pants  2) had to come back   
3) It’s very annoying  4) will never happen again

06  1) How’s it going  2) you invited me   
3) bring them with me

07  1) setting the table  2) put up the balloons   
3) What else  4) picked it up

08  1) is too slow  2) how long has it been slow   
3) because of 

09  1) easy to use  2) think about  3) save a lot of trees
10  1) after class  2) cheaper and more convenient   

3) at least  4) Can I go with you
11  1) had a problem  2) have lost some pictures   

3) bother you with  4) What are friends for
12  1) checked your blog  2) you’re good at   

3) the perfect job for you
13  1) visit your parents  2) by car  3) take too long   

4) reserve your ticket
14  1) will be held  2) have prepared   

3) fun day for everyone
15  1) the next train to  2) have to hurry   

3) five minutes left
16  1) I’d like to buy  2) most popular model   

3) have a cheaper one  4) I’ll take it
17  1) Have you ever been to  2) don’t feel well   

3) look great in yellow
18  1) trying to call you  2) broke my leg   

3) gets better soon
19  1) have any plans  2) having a party   

3) Shall I bring anything
20  1) booked my ticket  2) Who are you going with   

3) took a language course  4) staying at a hotel

실전모의고사 17회         pp. 182~183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②  08 ③  09 ③  10 ⑤

11 ①  12 ①  13 ①  14 ①  15 ①

16 ①  17 ③  18 ②  19 ⑤  20 ②

01 ①

남  안녕, Jessica. 너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인다.

여  맞아.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잖아! 넌 내일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해?

남  아니.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고 했어.

여  저런. 그럼 비오는 크리스마스가 되려나?

남  아니, 맑을 거야. 오늘 밤에 바람이 불어서 이 구름을 전부 날려 보낼 

거래.

여  아,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해설 크리스마스에는 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맑을 것이라고 했다.

어휘 excited[] 흥분한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blow 

away 날려 버리다

02 ④

여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하고 싶어요.

남  좋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건 어때요?

여  곱슬머리는 싫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남  그럼 이 머리 모양은 어때요?

여  그건 너무 짧아요. 남자처럼 보일 거예요.

남  음, 이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요. 뒤는 짧고 앞은 길죠.

여  아, 마음에 들어요. 정말 최신 유행 스타일이네요.

남  선택 잘하셨어요!

해설 여자는 뒷머리는 짧고 앞머리는 긴 형태의 머리 모양을 선택했다.

어휘 completely[] 완전히  take a look at …을 보다  

curly[] 곱슬곱슬한  look like …처럼 보이다  back[] 뒤  

front[] 앞  fashionable[] 최신 유행의  choice[] 

선택

03 ②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이것들은 신선한가요?

남  네. 그것들은 모두 오늘 아침에 구운 것입니다.

여  저는 생일 파티를 위해 하나를 사야 하는데, 꼭 맛이 좋아야 해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이곳에 있는 건 전부 신선하고 맛이 있으니까요.

여  글쎄요. 지난주에 여기서 빵을 조금 샀는데 너무 딱딱했어요.

남  아, 유감입니다.

해설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제과점이다.

어휘 bake[] 굽다  make sure 확실하게 하다  taste[] …한 

맛이 나다  delicious[] 맛있는  hard[] 딱딱한

04 ②

여  내 사무실은 집에서 꽤 멀리 있다. 나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수 있다. 아침에는 도로에 차들이 많다. 그래서 버스로는 1시간 10분

이 걸린다. 하지만 지하철로는 50분밖에 안 걸린다. 지하철을 타면 시

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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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버스를 타면 1시간 10분, 지하철을 타면 50분이 걸리므로 지하철을 

타면 20분이 단축된다.

어휘 quite[] 꽤, 상당히  far[] 멀리  traffic[] 교통(량)  

road[] 도로   

05 ③

남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저는 이 신발을 사고 싶어요.

남  어떤 치수를 신으세요?

여  9호나 10호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남  여기 9호가 있습니다. 신어보시겠어요?

여  네. 음… 이건 약간 끼네요. 한 치수 큰 거 있나요?

남  네, 여기 10호가 있습니다.

여  아, 이게 딱 맞네요.

해설 9호는 약간 끼고, 10호가 맞다고 했다.

어휘 try on 입어[신어]보다  a bit 약간  tight[] 꼭 끼는  fit[] 

(꼭) 맞다  perfectly[] 완벽하게

06 ①

여  Bill, 이 케이크 먹어 볼래?

남  물론이지. 맛있어 보인다. 네가 직접 만들었어?

여  응, 어젯밤에 만들었어.

남  그거 치즈 케이크 맞지?

여  응,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야. 맛이 어때?

남  딱 좋아. 네가 빵을 굽는 데에 이렇게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네.

해설 남자는 여자의 케이크 만드는 실력을 칭찬하고 있다.

어휘 talented[] 재능이 있는  baker[] 제빵사

07 ②

남  너 아르바이트 하니?

여  응. 나는 방과 후에 편의점에서 일해. 나는 거기서 일하는 게 즐거워. 

너는 어때?

남  나는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평일에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일

해. 홍콩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거든.

여  대단하다.

해설 남자는 주말에 음식점에서 일하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어휘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convenience store 편의점  

weekday[] 평일  trip[] 여행

08 ③

여  안녕하세요, 에이스 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 회사의 버스 중 한 대에 지갑을 두

고 내렸어요.

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  John Smith입니다.

여  맞네요. 신분증에서 당신의 이름을 봤어요. 운전기사가 당신의 지갑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당신을 위해 지갑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남  아, 다행이네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여  아무 때나 오셔서 지갑을 찾아가세요.

남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남자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게 되어 안도할 것이다.

어휘 ID card 신분증  keep[] 보관하다  worried[] 걱정하

는  anytime[] 언제든지   [문제] relieved[d] 안도한  

disappointed[] 실망한

09 ③

남  내가 캠프장에 전화해서 가격을 물어봤어. 1박에 75달러라고 하더라.

여  나쁘지 않네.

남  맞아. 그리고 차량 한 대 주차는 무료야.

여  좋다. 바비큐 그릴을 가져가야 할까?

남  아니. 거기서 빌릴 수 있어. 피크닉 테이블도.

여  편리하겠네.

남  게다가 샤워실이 있어서 거기서 샤워를 할 수 있어.

여  그거 좋다!

해설 바비큐 그릴은 대여할 수 있다.

어휘 campsite[] 캠프장, 야영지  per[, ] …당  

parking spot 주차 공간  vehicle[] 차량  shower booth 샤워실

10 ⑤

남  오늘 연습에서 아주 잘했어.

여  정말요?

남  그래, 패스와 헤딩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고 있어. 네가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여  고맙습니다.

남  나는 네가 다음 경기에서 뛰었으면 한다.

여  정말 좋아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해설 여자의 패스와 헤딩 기술을 칭찬하며 다음 경기에서 뛸 것을 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치와 운동선수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어휘 practice[] 연습  skill[] 기술  improve[] 

개선되다, 나아지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11 ①

남  올해 장마 기간에는 많은 비가 와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 큰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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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났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040-010-6677로 전화해 주세요. 한 통의 전화에 

2,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돈은 모두 수재민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

니다.

해설 남자는 수재민 돕기 전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휘 rainy season 장마철  bring[] 가져오다 (bring-brought-
brought)  heavy[] 무거운; *심한  flooding[] 홍수 

thousands of 수천의  lose one’s life 목숨을 잃다  cost[] (비용

이) 들다  flood victim 수재민

12 ①

남  Rebecca, 너 오늘 오후에 오페라 보러 갈래?

여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남  다른 계획이 있니?

여  응, 나는 도서관에서 친구들을 만날 거야. 그룹 숙제를 해야 하거든.

남  알겠어. 숙제 잘해.

여  고마워. Jina에게 물어봐봐. 오페라 보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남  알았어, 그럴게.

해설 여자는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친구들과 그룹 숙제를 할 것이다.

어휘 opera[pr] 오페라  

13 ①

여  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남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  내가 늦어서 음식점까지 가는데 택시를 탔어. 거기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지갑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

남  아, 그래서 어떻게 했니?

여  내 친구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그에게서 돈을 빌렸어. 

남  운이 좋았네.

해설 여자는 택시 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 당황했다.

어휘 almost[] 거의  realize[] 깨닫다, 알아차리다  

purse[] 지갑  

14 ①

여  네 생일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해. 파티는 어땠어?

남  정말 재미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  내 여동생이 아파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 그건 그렇고, 멋진 

선물들은 받았니?

남  응. 부모님은 나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사주셨고, 우리 누나는 스웨터

를 선물해줬어.

여  멋진걸. Jason이 너에게 야구경기 표를 줬다고 들었어.

남  그랬지. 그리고 Liz는 야구모자를 사줬고.

여  와, 멋진 선물들을 받았구나.

해설 남자는 생일 선물로 인라인스케이트, 스웨터, 야구경기 표, 야구모

자를 받았다고 했다.

어휘 miss[] 놓치다  inline skates 인라인스케이트

15 ①

여  안녕, Kenji.
남  안녕, Debbie. 무슨 일이야?

여  오늘 저녁에 수업에 오니?

남  가고 싶은데 내 차가 고장 났어. 너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여  물론이지. 너희 집이 수업 가는 길에 있잖아. 8시 15분에 들를게.

남  좋아. 정말 고마워.

여  천만에. 그때 보자.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수업에 갈 때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① 수업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려고

②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려고

③ 약속을 취소하려고

④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⑤ 늦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고

어휘 work[] 일하다; *작동하다  on the way to ... …에 가는 

길에  stop by 들르다  appreciate[] 고마워하다    

[문제] schedule[] 일정, 시간표  appointment[] 

약속  excuse[] 변명

16 ①

여  Nick, 너 결혼한다고 들었어. 축하해!

남  고마워, Martha. 내 결혼식 관련해서 너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했어.

여  그래? 뭔데?

남  네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 결혼식에서 노래를 불

러줄 수 있니?

여  영광이야! 네 신부도 내가 노래하는 걸 원하니?

남  물론이야. 그녀는 네 노래들을 정말 좋아해.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결혼식에서 노래를 불러줄 것을 부탁했다.

어휘 get married 결혼하다  wedding[] 결혼식  

honored[d] 영광인, 명예로운  bride[] 신부  

17 ③

① 여  저녁으로 뭐 먹었니?

 남  멕시코 음식을 먹었어.

② 여  네 휴대전화를 써도 될까?

 남  물론이지, 여기 있어.

③ 여  이번 주말에 대구에 어떻게 갈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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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3일 동안.

④ 여  지배인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  죄송합니다. 지금 안 계세요.

⑤ 여  너는 얼마나 자주 뮤지컬을 보러 가니?

 남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설 ③ 여자가 대구에 가는 교통수단을 물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이 

와야 한다.

어휘 Mexican[] 멕시코의  manager[] 지배인  

twice[] 두 배로; *두 번 

18 ②

남  이봐, 게시판 확인했어?

여  아니, 왜?

남  방과 후에 음악실에서 무료 기타 수업이 있을거래.

여  그래. 나도 들었어. 난 벌써 몇 분 전에 Ashley랑 그 수업에 신청했어.

남  그랬어? 나도 해야겠다.

여  그래. 내가 열다섯 번째 학생이고 겨우 한 자리 남았다고 들었어.

남  알았어. 지금 가서 등록할래. 안녕!

해설 여자가 열다섯 번째 학생으로 기타 수업에 등록한 뒤에 한 자리가 

남았다고 했으므로 기타 수업에 참여할 학생 수는 열여섯 명이다. 

어휘 bulletin board 게시판  apply for …에 지원하다, 신청하다  

spot[] 자리, 장소  sign up 등록하다

19 ⑤

여  어디 가는 거야?

남  우체국에 가고 있어.

여  소포를 보내야 하는 거야?

남  응. 파리에 계신 엄마한테.

여  내가 태워줄게. 타!

남  아니야.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여  걱정하지 마. 나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야.

해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차를 타지 않겠다는 남자에게, 같은 방향이

니까 차를 태워주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난 전에 파리에 가본 적이 없어.

② 그래. 그건 모퉁이를 돌면 바로 있어.

③ 좋아. 고마워.

④ 특급 우편으로 부치면 거기에 더 빨리 도착할 거야.

어휘 package[] 소포  drive[] 태워다 주다  get in …에 

타다  [문제] direction[] 방향 

20 ②

남  여보세요? 미래 교육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Bill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  그는 지금 자리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여  아, Nancy Smith에요. 그가 언제 돌아올까요?

남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여  그냥 제가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해설 메모를 남길지 물었으므로 괜찮다고 하거나 전할 말을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의 새 주소를 아시나요?

③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④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계획을 바꿉시다.

⑤ 당신은 분명 쇼핑을 가는 것에 신이 나겠네요.

어휘 future[] 미래의  education[] 교육  

available[] (사람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이 있는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Dictation Test 17 pp. 184~189

01  1) look pretty excited  2) it will snow   
3) have a rainy Christmas  4) doesn’t sound too bad

02  1) want curly hair  2) look like a man   
3) long in the front  4) Great choice

03  1) can I help you  2) it tastes good   
3) bought some bread

04  1) far from my home  2) takes one hour   
3) I can save time

05  1) What size do you wear  2) try them on   
3) a bit tight  4) fit perfectly

06  1) make it yourself  2) How does it taste   
3) such a talented baker

07  1) work at a convenience store  2) How about you  
3) saving money for a trip

08  1) left my wallet  2) keeping it here   
3) pick it up anytime

09  1) asked about the price  2) rent one there   
3) you can take showers 

10  1) did a good job  2) improving a lot  3) do my best
11  1) caused heavy flooding  2) lost their homes   

3) send them hope
12  1) go to the opera  2) have other plans   

3) work on our group project  4) she loves watching 
13  1) what happened to me  2) took a taxi   

3) borrowed money from him
14  1) missed your birthday party  2) take her to the 

hospital  3) bought me a baseball cap
15  1) What’s up  2) isn’t working  3) stop by   

4) appreci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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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getting married  2) What is it   
3) loves your songs

17  1) have for dinner  2) here you go  3) Can I speak to  
4) twice a month

18  1) free guitar classes  2) applied for that class   
3) only one spot left  4) go sign up 

19  1) Where are you going  2) send a package   
3) drive you there  4) bother you

20  1) Can I talk to  2) Who’s calling   
3) leave a message

실전모의고사 18회         pp. 190~191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④

11 ②  12 ④  13 ①  14 ④  15 ③

16 ④  17 ③  18 ②  19 ③  20 ①

01 ③

남  안녕하세요. 오늘 밤과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

새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개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는 강한 바람이 불고 흐리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기온이 평소보다 약

간 낮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해설 내일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흐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through[] …동안 내내, 죽  clear up (날씨가) 개다   

02 ④

여  흠… 이 램프는 어디에 둬야 할까?

남  글쎄, 탁자 위의, 시계 오른쪽이 좋아 보이는데. 

여  음. 잘 모르겠어. 난 사진 뒤에 놓고 싶어.

남  그럼 램프를 사진 뒤에 놓고, 시계는 사진 옆에 놓자. 어때?

여  아주 괜찮아 보이겠다. 

해설 두 사람은 램프를 사진 뒤에 놓기로 했다.

어휘 put[] 두다  lamp[] 램프, 등  behind[] …뒤

에  place[] 놓다, 두다

03 ②

남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이 길로 쭉 직진하셔서 Riverside 가에서 왼쪽으로 도세

요. 우체국은 오른편에 있을 거예요.

남  Riverside 가에서 왼쪽으로 돌라고요?

여  네. 그럼 오른편에 있어요. 우체국 앞에 큰 우체통이 있어요. 찾기 쉬

울 겁니다.

남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설 우체국은 현 위치에서 직진한 뒤, Riverside 가에서 왼쪽으로 돌면 

오른편에 있다고 했다.

어휘 post office 우체국  straight[] 곧바로  post box 우체통  

in front of …의 앞쪽에

04 ⑤

여  이것은 음력 1월에 있는 명절이다. 이날, 새해 처음으로 보름달이 뜬

다. 아침에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먹는다. 밤

에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그해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해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견과류를 먹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명절은 정월대보름이다.

어휘 lunar calendar 음력  full moon 보름달  rise[] 뜨다, 떠

오르다  nut[] 견과류  make one’s wishes 소원을 빌다  come 

true 실현되다

05 ①

여  길 건너편의 새로운 샌드위치 가게에 가봤니?

남  아니, 아직 못 가봤어. 너는 가봤어?

여  응. 어제 Eric이랑 갔었어.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 

남  어땠어?

여  좋았어.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훌륭했어. 거기서 한 번 먹어봐.

남  거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

여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먹어봐. 실망하지 않을 거야.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새로 생긴 샌드위치 가게의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추천하고 있다.

어휘 across[] …의 건너편에  excellent[] 훌륭한  

dish[] 접시; *요리  

06 ④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제 차에 물건들을 놓아두었는데, 도난당했어요.

남  알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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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네. 제 차를 우리 집 앞에 주차했는데요,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갔어요.

남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나요?

여  네, 있어요.

남  좋아요. 이 양식을 작성하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둑을 잡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  정말 고맙습니다.

해설 차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해서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

하는 장소는 경찰서이다. 

어휘 steal[] 훔치다 (steal-stole-stolen)  black box 블랙박스  

fill out (양식 등을) 작성하다  thief[] 도둑

07 ②

남  여보세요, Jane.

여  안녕. 오늘 저녁 무용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하지?

남  7시 30분.

여  그렇구나. 그런데 나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 우리 같이 가자.

남  좋아.

여  버스 정류장에서 7시에 만날까?

남  그러면 우리 늦을지도 몰라.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만나자.

여  좋아.

해설 수업은 7시 30분에 시작하고,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만나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은 6시 30분에 만날 것이다.

어휘 bus stop 버스 정류장 

08 ⑤

여  여보세요? 당신은 CBM에 출연 중이십니다.

남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하는 팬이에요.

여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  Sam Marsh예요.

여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남  네.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

시는 노래인 비틀스의 <Let It Be>를 틀어주시겠어요?

여  알겠습니다.

해설 남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라디

오 DJ와 청취자 간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09 ⑤

여  우리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에 가본 지 정말 오래됐어.

남  그러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매일 그곳에 갔었는데.

여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남  나도 그래. 하지만 그곳의 라면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여  저기다! 들어가자!

남  좋아. 하지만 뭔가 달라졌는데.

여  아, 메뉴를 봐. 이젠 이탈리아 요리를 하네.

남  뭐라고? 아, 이런! 우리는 그 라면을 다시는 맛볼 수 없을거야!

해설 두 사람은 학창 시절 매일 갔던 라면집에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메

뉴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어휘 hardly[] 거의 …아니다  taste[] 맛; 맛보다  

serve[] 제공하다   [문제] satisfied[d] 만족한

10 ④

남  소식 들었어? Julie가 어제 Grace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대.

여  응, 들었어. 딸이라지. 놀랍지 않아?

남  맞아. 병원에 보러 가자.

여  좋은 생각이야. 가기 전에 과일을 좀 사는 게 어때?

남  좋아. Julie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슈퍼마켓은 여기 근처에 있어.

해설 두 사람은 Julie를 보러 병원에 가기 전에 그녀에게 줄 과일을 사기

로 했다.

어휘 wonderful[] 아주 멋진  near[] …근처에

11 ②

남  여보세요, Sandy. 무슨 일이야?

여  안녕, 그냥 오늘 오후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말하고 싶어서.

남  아, 그건 신경 쓰지 마. 오래된 스웨터였어.

여  그렇지만 내가 식당에서 장난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남  괜찮아. 네가 쏟은 커피는 세탁하면 지워질 거야.

여  그러길 바라. 이해해줘서 고마워!

해설 여자는 남자의 옷에 커피를 쏟은 일을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다.

① 남자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려고

② 실수에 대해 사과하려고

③ 스웨터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려고

④ 그녀가 왜 늦었는지 설명하려고

⑤ 커피숍에 가자고 제안하려고

어휘 fool around 장난치다  spill[] 쏟다  come out (얼룩이) 빠

지다  wash[] 세탁  understanding[] 이해심 있는    

[문제] apologize[] 사과하다  mistake[] 잘못, 실수  

explain[] 설명하다  suggest[] 제안하다

12 ④

남  나 새 정장을 사야 해. 너 나랑 쇼핑하러 갈래?

여  그래, 어디로 갈 건데?

남  ABC 몰로. 거기에 괜찮은 정장들이 있어.

여  거기는 매주 월요일에 문을 닫잖아. 오늘 월요일이지, 그렇지?

남  아, 맞아. 그러면, 내일 가야겠다.

여  좋아.

해설 오늘은 월요일이고, 월요일마다 쇼핑몰이 문을 닫기 때문에 내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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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기로 했다.

어휘 suit[] 정장, 양복  closed[] (문을) 닫은  

maybe[] 어쩌면, 아마

13 ①

여  그냥 재미삼아서 나는 미국인 소녀인 Amy와 이메일을 교환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이메일을 읽고 쓰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 하지

만 나는 Amy와 그녀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다. 이제 2년이 흘렀다. 그 이메일들 덕분에,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고 영어도 많이 향상되었다. 

해설 재미삼아 시작한 이메일 교환으로 친구도 사귀고 영어 실력도 향상

되었으므로, ‘일거양득’이라는 속담이 적절하다.

① 일거양득.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③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어휘 for fun 재미 삼아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pass[] 지나다; *(시간이) 경과하다  thanks to …덕분에  

improve[] 향상되다   [문제] judge[] 판단하다  

cover[] 덮개; *표지  spoil[] 망치다  broth[] 수프, 죽

14 ④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새로운 학생이 있어요. 이름

은 Scott이고, 최근에 홍콩에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지만 그는 로

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답니다. Scott는 축구와 음악에 

관심이 있고 교내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의 누나도 우리 학

교에 다닐겁니다. 그녀는 한 살이 많아요. 그들을 환영해 주세요.

해설 Scott은 축구팀이 아닌 교내 밴드부에 들어가길 원한다.

어휘 be born in …에서 태어나다  be raised in …에서 자라다  

attend[] …에 다니다  as well 또한  welcome[] 환영

받는

15 ③

여  Tim, 아빠와 내가 이번 주말에 여행가는 거 기억하지, 그렇지?

남  알아요, 엄마.

여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네가 좀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단다.

남  알았어요. 매일 제 방을 청소하고 숙제를 하는 거요, 맞죠?

여  맞아. 그리고 더 있어. 일요일 아침에는 모든 식물에 물을 줘야 해. 고

양이 밥 주는 것도 잊지 말고.

남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 문단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휘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water[] 물; *(화초 등에) 물을 

주다  feed[d] 먹이를 주다

16 ④

남  무슨 일이야, Ann? 왜 그렇게 걸어?

여  버스에서 내리다가 바닥에 넘어졌어. 

남  다쳤니?

여  발목을 다친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남  이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여  실은… 나 좀 태워 줄래? 집까지 걸을 수가 없어.

남  물론이지. 일 끝나고 주차장에서 만나자. 

해설 여자는 발목을 다쳐서 남자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

어휘 ground[] 땅바닥  get off 내리다  get hurt 다치다  

ankle[] 발목  serious[] 심각한  give a ride 태워 주다 

17 ③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Monster House> 표 5장 주세요.

남  어른 5명이요?

여  네.

남  알겠습니다, 30달러입니다.

여  아, 저에게 회원 카드가 있어요.

남  좋아요. 그러면 10% 할인이 됩니다.

여  좋네요. 고맙습니다.

해설 표 다섯 장의 값은 총 30달러인데 10% 할인을 받으므로, 여자가 지

불해야 하는 금액은 27달러이다.

어휘 membership[] 회원  discount[] 할인

18 ②

① 여  너 안색이 안 좋아.

 남  나 심한 감기에 걸렸어.

② 여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남  죄송하지만,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③ 여  셔츠 얼마 주고 샀니?

 남  40달러였어.

④ 여  예약을 하셨나요?

 남  네. 제 이름은 David Jones입니다.

⑤ 여  제과점이 어디 있는지 아니?

 남  Tina’s 꽃가게와 슈퍼마켓 사이에 있어.

해설 ② 여자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냐고 물었으므로, 이에 대해 긍정 또

는 부정의 대답이 와야 한다.

어휘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reservation[] 예약  

bakery[] 제과점  between[]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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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③

남  Michelle! 내가 우리의 싱가포르 여행을 위한 아주 싼 항공권을 찾았

어.

여  잘됐다!

남  응. 우리가 사려던 것보다 200달러가 저렴해.

여  정말? 왜 그렇게 싸?

남  음, 밤늦게 출발해서 아침 일찍 도착하거든.

여  아. 그렇다면 돈을 더 주고 다른 표를 살래.

남  농담하는 거지? 왜?

여  난 비행기에서 자는 걸 싫어해.

해설 밤늦게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사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그 이유가 

응답으로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냥 너무 비싸서.

② 난 싱가포르에 가본 적이 없어.

④ 우리는 어떤 표도 살 필요가 없어.

⑤ 서두르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거야.

어휘 arrive[] 도착하다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문제] flight[] 항공편

20 ①

여  흰색 샌들 찾았어?

남  아니. 판매원에게 물었는데, 갈색하고 검은색밖에 없대.

여  그럼 대신 갈색을 사야겠다.

남  하지만 넌 흰색 샌들을 정말 사고 싶다고 했잖아.

여  응. 그게 내 새 드레스랑 잘 어울릴 거야.

남  그럼 계속 보자. 이 근처에 신발 가게가 몇 개 더 있어.

여  그래, 다른 가게에 가 보자.

해설 흰색 샌들을 사고 싶어 하는 여자에게 다른 신발 가게도 가보자고 

제안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응답이 적절하다.

② 그렇다면 이게 완벽해.

③ 그거 제 사이즈도 있나요?

④ 먼저 신어보는 게 어때?

⑤ 아니야, 난 흰색으로 사야겠어.

어휘 salesperson[] 판매원  neighborhood[] 

근처, 인근  

Dictation Test 18 pp. 192~197

01  1) rain will continue  2) clear up  3) a little lower
02  1) put this lamp  2) to the right of   

3) behind the picture  4) next to the picture
03  1) where the post office is   

2)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3) in front of

04  1) the full moon rises  2) for good health   
3) make their wishes

05  1) across the street  2) had lunch together   
3) try it  4) won’t be disappointed

06  1) they’ve been stolen  2) someone stole everything  
3) Fill out this form

07  1) What time  2) how to get there   
3) we might be late

08  1) a big fan of  2) would like to hear   
3) my mother’s favorite song 

09  1) such a long time  2) hardly remember   
3) something seems different  4) be able to taste 

10  1) had her baby  2) visit them in the hospital   
3) near here 

11  1) how bad I feel  2) don’t worry about it   
3) you spilled on me 

12  1) go shopping with me  2) have good suits   
3) we can go tomorrow

13  1) began to exchange emails  2) difficult to read   
3) made a good friend

14  1) just moved here from  2) interested in  3) as well 
15  1) going on a trip  2) while we’re gone   

3) do my homework  4) feed the cat
16  1) fell on the ground  2) hurt my ankle   

3) give me a ride
17  1) do for you  2) Five adults   

3) gives you a 10% discount
18  1) have a terrible cold  2) by that name   

3) have a reservation  4) where the bakery is
19  1) found really cheap tickets  2) less than   

3) leave late at night  4) You’re kidding
20  1) they only have  2) wanted a white pair   

3) keep looking

Word Test 16~18   pp. 198~199

A
01 가면 02 지불하다 03 이용할 수 있는

04 환영받는 05 어쩌면, 아마 06 할인 

07 어리석은 08 고마워하는 09 다양한 

10 개최하다 11 전망 12 떠나다, 출발하다 

13 화초를 파는 사람 14 날려 버리다 15 완전히 

16 …처럼 보이다        17 기온 18 최신 유행의 

19 확실하게 하다 20 평일 21 캠프장, 야영지 

22 …당 23 샤워실 24 실망시키다 

25 장마철 26 수천의 27 그런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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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갑 29 고마워하다 30 사이에 

31 …동안에 32 지나다; (시간이) 경과하다 

33 놓다, 두다  34 우체통 35 …의 앞쪽에 

36 음력 37 견과류 38 기술 

39 거의 …아니다 40 장난치다

B 
01 high 02 single room 03 in cash 

04 bride 05 recycle  06 stage 

07 perfectly 08 honored 09 miss 

10 company 11 helpful 12 monster 

13 price 14 curly 15 bake 

16 far 17 traffic 18 tight 
19 talented 20 heavy 21 fantastic 

22 work 23 excuse 24 hole 

25 twice 26 spot 27 future 

28 education 29 post office 30 full moon 

31 rise 32 across 33 taste  

34 near 35 understanding 36 behind 

37 ankle 38 arrive 39 neighborhood 

40 feed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1회      pp. 200~201

01 ②  02 ②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③  10 ③

11 ⑤  12 ⑤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①  20 ⑤

01 ②

남  안녕하세요. 주간 일기예보입니다. 불행히도, 이 우중충한 날씨는 금

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종일 안개가 끼고 흐

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폭우가 내리겠으니, 우산 챙기는 걸 잊지 마

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는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십

시오!

해설 수요일에는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어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gloomy[] 우

울한, 우중충한  continue[] 계속되다  foggy[] 안개가 낀  

heavy rain 폭우  light[] 약간의

02 ②

여  실례합니다, 경관님. 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남  무슨 일이시죠?

여  제 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꽃을 사고 있는 동안에 그 애가 사라

졌어요.

남  진정하세요. 딸 아이가 몇 살인가요?

여  5살이에요.

남  어떻게 생겼나요?

여  음, 머리가 짧고 갈색의 곱슬머리예요.

남  알겠습니다. 뭘 입고 있지요?

여  파란 티셔츠에 하얀 치마, 그리고 노란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해설 여자는 딸이 갈색의 짧은 곱슬머리에, 파란 티셔츠, 하얀 치마, 노란 

샌들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어휘 officer[] 경찰관  while[h] …동안에  

disappear[] 사라지다  calm[] 침착한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03 ④

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음, 내일 아침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요.

여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화폐가 필요하시군요?

남  맞아요. 500달러를 바꾸고 싶어요.

여  알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입니다.

남  좋습니다.

여  이 양식을 작성해주시고, 여권을 보여주세요.

남  네.

해설 환전소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상황이다.

어휘 fly[] 날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currency[] 통화  

exchange rate 환율  fill out (신청서에) 기재하다  form[] 양식  

passport[] 여권

04 ②

① 여  나 셔츠에 커피를 쏟았어.

 남  아, 이런. 여기 휴지 있어.

② 여  나 어때 보여?

 남  그 셔츠 너한테 굉장히 잘 어울려.

③ 여  나는 이 색상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남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 보라색 셔츠가 너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④ 여  난 새 셔츠가 필요해. 나랑 쇼핑몰에 갈래?

 남  그래. 난 지금 바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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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  내가 너 줄 셔츠 사왔어. 맘에 들어?

 남  정말 고마워! 아주 맘에 들어.

해설 여자가 거울을 보며 빨간 셔츠를 대 보고 있으므로, 옷이 어떤지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어휘 spill[] (액체 등을) 쏟다  tissue[] 휴지  suit[] 어

울리다  disagree[] 의견이 다르다  

05 ②

남  어디로 가시나요, 손님?

여  서울역이요.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해요.

남  알겠습니다. 그곳에 가는 지름길을 압니다.

여  잘됐네요. 열차가 30분 후에 출발하거든요. 시간 안에 도착할 거 같으

세요?

남  그럴 것 같아요. 지금 3시 정각이고, 15분이면 갑니다.

여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해설 지금은 3시 정각이고 서울역까지 15분 걸린다고 했으므로, 서울역

에는 3시 15분에 도착할 것이다.

어휘 in time 제시간에

06 ⑤

여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남  네, 그런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  괜찮아요. 그냥 한 손님이 방금 내게 와서 채소 수프에 대해 불평을 했

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차갑다고 했어요.

남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  당신이 너무 늦게 손님에게 가져갔기 때문에 수프가 차가웠던 거죠.

남  아, 죄송해요. 오늘 밤에는 홀이 너무 바빴어요.

여  저도 알지만, 제가 요리를 마치자마자 그걸 손님에게 가져가야 해요.

남  알아요. 다음에는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하죠.

여  알았어요.

해설 요리사와 요리를 서빙하는 웨이터의 대화이다.

어휘 customer[] 손님  complain[] 불평하다  

as soon as …하자마자  serve[]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07 ②

여  너 성적 잘 받았니? 기분 좋아 보인다.

남  그건 아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Sweetbox가 드디어 서울

에 와. 나는 내일 방과 후에 콘서트를 보러 갈 거야.

여  하지만 전에 네가 표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남  이모가 나에게 VIP석 표를 하나 주셨어. 무대 근처라 가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여  와! 정말 좋겠다.

해설 남자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게 되어 들떠 있다.

어휘 finally[] 마침내, 드디어  the other day 일전에, 최근에  

stage[] 무대   [문제] envious[]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nervous[] 불안한  

08 ④

여  이번 주말에 계획 있니?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자.

남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 토요일 오후에는 집을 청소해

야 해.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Tina랑 영화를 보러 갈 거야.

여  일요일에는 뭐 할 건데?

남  조부모님 댁에 가서 조부모님과 쇼핑을 하러 갈 거야.

여  정말 이번 주말엔 계획이 가득 차 있구나.

남  응. 아마 다음 주말엔 스케이트를 타러 갈 수 있을 거야.

해설 남자는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 여자와 스케이트를 타러 가지 

못한다고 했다.

어휘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schedule[] 일정

09 ③

여  이봐, Richard. 태국에서 언제 돌아왔니?

남  지난주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여  즐거웠다니 좋다. 거기서 뭘 했는데?

남  바다에서 수영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고, 코끼리도 탔어.

여  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뭐가 가장 좋았어?

남  음, 스쿠버 다이빙이 가장 좋았어. 코끼리를 타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

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여  왜?

남  코끼리가 안쓰럽게 느껴졌어.

해설 남자는 태국 여행 중에 스쿠버 다이빙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어휘 get back 돌아오다  Thailand[] 태국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ocean[] 바다  scuba diving 스쿠버 

다이빙  ride[] …을 타다 (ride-rode-ridden)

10 ③

여  여러분은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하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젖

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출구를 신속히 찾아서 그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항상 계단을 이

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질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착하도록 노력하고 나가는 길을 찾으세요.

해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어휘 cause[] …을 일으키다  escape[] 탈출하다  

wet[] 젖은  cloth[] 천  exit[] 출구  panic[] 공

포에 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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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⑤

남  여보세요, Melissa. 무슨 일이야?

여  안녕, Frank. 음, 내가 내일 Sally와 놀이공원에 가는데, 내 디지털카

메라를 잃어버렸어. 네 것 좀 빌릴 수 있을까?

남  미안하지만 Jack이 어젯밤에 내 것을 빌려 갔어. 내일 미국인 친구랑 

한국 민속촌에 간대. 대신 Mike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그 애도 좋

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거든.

여  알았어. 그 애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남  그래. 잠깐만.

해설 여자는 카메라를 빌리기 위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어휘 amusement park 놀이 공원  borrow[] 빌리다  folk 

village 민속촌

12 ⑤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제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어요.

여  뭐가 문제죠?

남  앱을 다 열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전화를 걸

거나 받는 것도 안 돼요. 

여  어디 봐요… 터치스크린이 고장 났네요.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걸릴 거예요. 

남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  알았어요. 다 되면 이메일을 보낼게요. 그럼 찾아가시면 됩니다.

남  고맙습니다.

해설 여자는 남자에게 터치스크린이 고장 났다고 했다. 

어휘 respond[] 반응하다  broken[] 망가진  

13 ⑤

남  쇼핑몰에 갈 준비 됐어?

여  나 마음이 바뀌었어. 쇼핑하러 가고 싶지 않아.

남  음, 대신 만화책을 볼 수도 있어.

여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 야외에서 뭔가를 하자.

남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어떨까?

여  그것도 좋지만, 난 해변에 가고 싶어.

남  해변은 너무 멀어. 거기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릴 거야.

여  네 말이 맞아. 그럼 공원에 가자. 그런데 먼저 자전거를 가지러 우리 

집에 들르자.

남  좋아.

해설 두 사람은 공원에 가기 전에 먼저 여자의 집에 들러 자전거를 가지

고 가기로 했다.

① 해변에 가기   ② 쇼핑몰에서 쇼핑하기

③ 공원에서 걷기  ④ 만화책 읽기 

⑤ 여자의 집에 들르기 

어휘 change one’s mind 생각을 바꾸다  comic book 만화책  

outdoors[] 야외에서  take a walk 산책하다  stop by 잠시 

들르다

14 ①

남  사람들은 때때로 학생들이 옷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고 불평한다. 그들

은 우리가 패션이 아니라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들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

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준다. 옷을 주의 깊게 선택함으로써, 우리

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해설 남자는 옷을 입는 방식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휘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school uniform 교복  make 

an impression on …에 인상을 주다  lasting[] 영속하는, 지속

적인

15 ③

여  제 이름은 Sandra예요. 저는 15살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지

금은 캐나다의 밴쿠버에 살아요.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를 왔어요. 저는 명랑하고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

는 과목은 미술이에요. 저는 여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옷과 가방 같

은 것들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는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해설 부모님의 직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cheerful[] 명랑한  make a friend 친구를 사귀다  

subject[] 과목  clothes[] 옷  free time 여가시간  

painter[] 화가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  achieve[] 

성취하다, 이루다

16 ②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딸기 한 상자를 사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 싱싱한 딸기가 있습니다. 한 상자에 만 원이에요.

여  그건 좀 비싸네요. 더 작은 상자는 없나요?

남  있어요. 그건 큰 상자의 반값입니다.

여  그거 좋네요. 그걸로 한 상자 살게요.

남  신선한 포도도 있어요. 그걸 사는 건 어때요? 딸기의 반값입니다. 

여  괜찮습니다. 딸기만 주세요.

해설 작은 상자의 딸기는 만 원짜리 큰 상자 딸기의 반값이라고 했으므로 

5천 원이다.

어휘 strawberry[] 딸기  a bit 약간  half[] …의 반의  

price[]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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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④

① 여  안녕.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니?

 남  잘 지냈어. 고마워.

② 여  식사 잘하셨나요?

 남  네. 정말 맛있었어요.

③ 여  내가 너희 집까지 태워다 줄까?

 남  아니야, 고마워. 지하철을 타는 게 낫겠어.

④ 여  파티에 몇 명의 사람들을 초대했어?

 남  그들은 환상적이었어.

⑤ 여  너는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니?

 남  나는 영화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어.

해설 ④ 파티에 초대한 사람의 수를 물었으므로,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야 

한다.

어휘 meal[] 식사  excellent[] 훌륭한  drive[]  

…를 태워다 주다  invite[] 초대하다  fantastic[] 환상

적인 

18 ②

여  콘서트 때문에 너무 신이 나!

남  나도 그래. 어떤 좌석을 살까?

여  음… 무대에서 너무 먼 건 싫어.

남  나도 그래. 그럼, 1층 좌석으로 해야겠다.

여  그래. 아, 이런. VIP석은 너무 비싸다. 하나에 150달러야!

남  그건 우리 예산을 넘어서는데. 앞좌석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설 두 사람은 1층의 앞좌석에 앉기로 했다.

어휘 purchase[] 구입하다  each[] 각각  budget[] 

예산  option[] 선택, 선택권

19 ①

남  부산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  음, 여기서 멀어요.

남  버스를 타야 하나요?

여  사실, 그곳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BC 몰 앞에서 셔틀을 탈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 곧장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남  쇼핑몰은 여기서 너무 머니까, 버스를 타는 게 낫겠네요. 어떤 버스를 

타야 하나요?

여  102번 버스를 타세요.

해설 미술관에 가는 버스 노선 번호를 물었으므로, 102번 버스를 타라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② 30분이 걸릴 거예요. ③ 쇼핑몰에서 만나요.

④ 그 버스는 5분마다 와요. ⑤ 지하철을 타는 게 나을 거예요.

어휘 art gallery 미술관  shuttle[] 셔틀버스  direct[] 직

행의, 직통의   [문제] every[] 모든; *…마다

20 ⑤

여  이번 주말에 이탈리아에 가게 되어서 신이 나니?

남  물론 그렇지! 넌 안 그래?

여  나도 그래. 날씨가 맑으면 좋겠어.

남  맞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날씨를 확인해봐야 할 거 같아.  

여  좋은 생각이야.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게.

남  뭐래?

여  아, 이런. 흐리고 비가 올 거래.

해설 여행할 곳의 일기예보가 어떤지 물었으므로, 날씨가 어떨지 알려주

는 응답이 가장 자연스럽다.

① 나는 지난주에 거기 갔었어. ② 너는 거기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거니?

③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칠 거야. ④ 우리는 여행 짐 싸기를 시작해야 해.

어휘 prepare[] 준비하다

고난도 Dictation Test 1 pp. 202~209

01  1) gloomy weather will continue  2) Remember 
your umbrella  3) have some light showers 

02  1) What’s the matter  2) What does she look like   
3) do our best

03  1) flying to Korea  2) I’d like to change   
3) show me your passport

04  1) spilled coffee  2) How do I look   
3) looks perfect on you  4) got you a shirt

05  1) as quickly as possible  2) fast way to get there   
3) get there in time  4) take fifteen minutes

06  1) for a moment  2) complained about the vegetable 
soup  3) brought it to him   
4) as soon as I finish cooking  5) try to be faster

07  1) get a good grade  2) my favorite singer   
3) get a ticket  4) be able to see 

08  1) go skating  2) clean the house   
3) visit my grandparents  4) got a full schedule 

09  1) get back from  2) swam in the ocean  
3) sounds like so much fun  4) felt sorry for 

10  1) not to cause a fire  2) cover your nose and mouth  
3) use the stairs  4) find a way out

11  1) lost my digital camera  2) borrowed mine   
3) How about asking  4) give me his number

12  1) something wrong with  2) tried to open   
3) touch screen is broken  4) pick it up 

13  1) changed my mind  2) do something outdoors   
3) go to the beach  4) get my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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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worry too much  2) concentrate on studying   
3) wear school uniforms  4) By making careful choices 

15  1) was born in  2) like to make friends   
3) draw pictures  4) to achieve my dream

16  1) How may I help you  2) Here are some   
3) half the price of  4) No thank you

17  1) long time no see  2) enjoy the meal  3) drive you 
home  4) How many  5) join the movie club

18  1) so excited about  2) far from the stage   
3) are too expensive  4) our best option

19  1) long way from here  2) two ways to go there   
3) Which one should I take

20  1) our trip to Italy  2) weather will be sunny   
3) check the weather  4) What does it say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2회     pp. 210~211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②  15 ③

16 ⑤  17 ④  18 ③  19 ⑤  20 ⑤

01 ④

여  저녁 파티 준비가 거의 다 됐니?

남  응, 난 모든 요리를 마쳤어.

여  그 따분한 흰색 식탁보를 쓸 거야?

남  글쎄. 어떤 게 좋겠는데?

여  음, 우리는 분홍색 꽃무늬 식탁보도 있잖아.

남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체크무늬 식탁보가 있나? 아니면 

줄무늬 식탁보는?

여  줄무늬는 있는데 체크무늬는 없어.

남  좋아, 그럼 그걸 써야겠다.

해설 두 사람은 줄무늬 식탁보를 사용하기로 했다.

어휘 tablecloth[] 식탁보  suggest[] 제안하다  

checkered[] 체크무늬의  striped[] 줄무늬의

02 ②

남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가자.

여  하지만 우린 정상에 아주 가까워.

남  알아, 그렇지만 우리 많이 올라왔잖아.

여  어서.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돼.

남  미안, 나 체력이 약한가 봐. 운동을 시작해야겠어.

여  매일 아침 회사에 갈 때 계단을 이용해 봐.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남  좋은 생각이야. 좀 쉬고 다시 시도해 보자.

해설 두 사람이 등산하면서 산 위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어휘 pretty[] 매우  close[] 가까운  climb[] 오르다  

further[] 더 멀리 (far의 비교급)  out of shape 몸이 쇠약한  

work out 운동하다  stair[] 계단  take a break 잠시 휴식을 취

하다

03 ④

여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남  스파게티나 피자 어때?

여  싫어, 나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먹었어. 다른 걸 먹자.

남  Main 가에 새로운 인도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어. 거기서 카레

를 먹자.

여  난 카레를 그다지 안 좋아하는데.

남  하지만 거기 치킨 카레가 정말 맛있대.

여  좋아. 그럼 먹어봐야겠다. 가자.

해설 두 사람은 새로 개업한 인도 음식점에서 카레를 먹기로 했다.

어휘 try[] 해 보다 

04 ③

여  실례합니다. 지배인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  제가 지배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음, 전 이곳이 훌륭한 음식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전 매우 실망했

어요.

남  유감이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  음식이 나오는 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남  정말 죄송합니다. 주말에는 아주 바빠서요.

여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샐러드의 채소들은 신선하지 않고, 스테이크는 

식었더군요.

해설 여자는 식당의 서비스와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어휘 excellent[] 훌륭한  explain[] 설명하다  

vegetable[] 채소

05 ③

여  우리 오늘 6시 30분에 <엑스맨>을 보는 게 어때?

남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여  5시 30분 어때?

남  너무 이르지 않아? 영화가 6시 30분에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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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 되지. 그게 한 시간 정도 걸릴 거

야.

남  미안하지만, 수영 강습이 5시 40분에 끝나. 6시에 만나서 영화를 본 

후 저녁을 먹는 게 어떨까?

여  좋아.

해설 두 사람은 남자의 수영 강습이 끝난 후 6시에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어휘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

06 ④

남  나 어젯밤에 먹었던 거 다 토했어. 배가 아직도 아파.

여  아, 저런. 네가 먹은 것에 알레르기가 있었니?

남  아니. 난 거기서 여러 번 먹었었고, 어떤 음식에도 알레르기는 없어.

여  그럼 뭔가가 상했나?

남  음식은 괜찮았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다들 괜찮

아. 내가 내일 있을 면접으로 너무 긴장했었나 봐.

여  분명 그랬나 봐. 따뜻한 물을 좀 마시고 쉬어. 

해설 남자는 면접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배탈이 난 것 같다고 했다.

어휘 throw up 토하다  stomach[] 위, 배  

allergic[] 알레르기가 있는  go bad (음식이) 상하다 

07 ①

여  안녕하세요.

남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주문하신 게 왔습니다.

여  고마워요. 얼마죠?

남  12달러 50센트입니다.

여  정말이에요? 너무 싼 것 같은데요. 전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 콜라 

한 병 그리고 샐러드를 주문했거든요. 그러면 15달러가 되어야 해요.

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샐러드가 없네요. 제가 돌아가서 가져다 드릴

게요.

여  네, 서둘러주세요.

해설 피자 배달원과 손님 사이의 대화이다.

어휘 order[] 주문; 주문하다  a bottle of 한 병의

08 ②
여  생일 축하해, Gordon!

남  아, 기억했구나.

여  물론 기억하지. 그리고 네게 줄 특별한 선물도 샀어.

남  정말? 어디 있는데?

여  그걸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없었어. 뒷마당에 있어.

남  그걸 왜 안으로 가져올 수 없었는데?

여  너무 많이 묻지 마. 뒷마당으로 가자.

남  알았어.

여  눈을 감고 날 따라와.

해설 남자는 뒷마당에 있는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할 것이다.

어휘 inside[] 안에, 안으로  backyard[] 뒷마당  

follow[] 따르다   [문제] curious[] 호기심이 강한  

annoyed[] 화가 난  confused[] 혼란스러운  

09 ③

남  Anne, 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여  너무 더워. 내가 열이 있나 봐.

남  아니야, 나도 더워. 내 생각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여  정말? 하지만 여긴 비싼 호텔이잖아.

남  그러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  아래층에 가서 말해야겠어. 이건 아니야.

남  그래, 하지만 정중하게 해. 우리는 아직 여기서 이틀 밤을 더 묵어야 

하니까.

해설 여자는 호텔 직원에게 객실의 냉방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

다.

① 호텔 객실 예약하기

② 에어컨 수리하기

③ 호텔 직원에게 불평하기

④ 휴가 계획 변경하기

⑤ 호텔 예약 취소하기

어휘 fever[] 열  air conditioner 에어컨  properly[] 

적당히; *올바르게  expect[] 기대하다  

downstairs[] 아래층으로  polite[] 정중한   [문제] 

reserve[] 예약하다  

10 ③

여  이 버스가 시청에 가나요?

남  네, 손님. 버스에 타세요. 곧 출발합니다.

여  알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남  여기서 아홉 번째 정류장이니까,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  30분이요? 꽤 오래 걸리네요.

남  네. 혼잡한 시간대라서 좀 더 오래 걸려요. 

여  네, 고맙습니다. 버스 안이 좀 춥네요. 히터 좀 틀어주시겠어요?

남  물론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해설 여자는 버스 안이 추워서 히터를 틀어 달라고 했다.

어휘 City Hall 시청  rush hour (교통) 혼잡 시간  heater[] 히

터, 난방기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11 ④

여  여보세요, Thomas.

남  안녕, Laura. 뭐 좀 물어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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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남  너 지난 학기에 프랑스어 수업 들었니?

여  응, 들었지. 왜?

남  네가 오늘 내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너무 어려워.

여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Jennifer랑 수영하러 갈 거거든. David에게 

부탁하지 그래? 그 애는 프랑스어를 잘하잖아. 그리고 그 애는 아마 

집에 있을 거야.

남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애에게 전화해야겠어.

해설 남자는 프랑스어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어휘 French[] 프랑스어  last[] 지난  semester[] 

학기  be good at …을 잘하다  probably[] 아마도

12 ⑤

여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  물론이지, 무슨 일 있니?

여  음, 아시다시피, 저는 장래에 의상디자이너가 정말 되고 싶어요.

남  그래, 네 디자인 몇 개를 봤어. 네가 아주 재능이 많다고 생각한단다.

여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가 되길 바라세요. 그건 제가 원하

는 게 아니에요.

남  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구나. 그분들께 네가 얼마나 의

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지 말씀드리렴. 너는 네 꿈을 펼쳐야 해. 그건 

네 인생이니까!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① 인생의 목표를 정해라.

②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

③ 인간관계를 넓혀라.

④ 많은 것을 경험해라.

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어휘 talented[] 재능 있는  lawyer[] 변호사  be into 

…에 열중하다, …을 무척 좋아하다   [문제] set[] 세우다, 정하다 

goal[] 목표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broaden[] 넓히다  experience[] 경험하다

13 ②

남  영스타 노래 경연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노트북컴퓨터와 천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2등을 하신 분은 디지털

카메라와 5백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은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뉴욕에서 온 Mark Smith입니다. 그

는 Eric Benet의 <Hurricane>이라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해설 노래 경연대회의 참가자 전원은 상품권을 받게 된다.

어휘 competition[] 경쟁; *경연대회  a variety of 다양한   

winner[] 승자, 우승자  contestant[] 참가자  

receive[] 받다  laptop[] 노트북컴퓨터  gift certificate 

상품권  

14 ②

여  사람들은 종종 학생들이 여름에 TV를 보고 게임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한다. 어떤 이들

은 세계를 여행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을 쌓는

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방학이 2~3
주 더 길어진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여자는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경험을 쌓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

므로, 방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휘 wisely[li] 현명하게  travel[] 여행하다  gain[] 

얻다  limited[] 제한된, 한정된  extra[] 추가의

15 ③

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이 소포를 휴스턴까지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싶어요.

남  그걸 저울 위에 올려 주세요. 음… 무게가 약 2kg 정도 나가네요. 30
달러입니다.

여  얼마나 걸릴까요?

남  약 열흘이요.

여  그건 너무 기네요.

남  빠른 우편으로 보내시면 이틀 안에 배달될 겁니다.

여  그건 비용이 얼마나 들죠?

남  55달러입니다.

여  그건 너무 비싸네요. 그냥 보통우편으로 보낼게요.

남  알겠습니다.

해설 여자는 보통우편을 택했으므로 요금은 30달러이다.

어휘 parcel[] 소포  regular mail 보통우편  scale[] 저

울  weigh[] 무게가 …이다  deliver[] 배달하다  

within[] …이내에

16 ⑤

남  만약 여러분이 항상 안경을 써야 하지만 가끔 안경을 쓰기 싫다면, 이

것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안경보다 더 편리하며, 사람들은 여러분

이 그것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것들은 둥글고, 

작고, 매우 가볍습니다. 어떤 것들은 딱딱하고, 다른 것들은 부드럽습

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색깔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착용하면 

눈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해설 안경 대신 착용할 수 있고, 착용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으

며, 둥글고 작고 가벼운 것은 콘택트렌즈이다. 

어휘 notice[] 알아채다  light[] 가벼운  hard[] 딱딱

한  soft[] 부드러운 

17 ④

① 여  부탁 좀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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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물론이죠, 뭔데요?

② 여  네 비행기는 몇 시에 도착하니?

 남  토요일 저녁 9시에.

③ 여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

 남  네, 원하신다면 닫으세요.

④ 여  그는 지금까지 몇 개의 나라에 가 봤니?

 남  민호는 유럽에 갔어.

⑤ 여  오늘 밤에 빈방이 있나요?

 남  죄송합니다. 저희의 모든 객실이 예약되었습니다.

해설 ④ 몇 개국을 가봤는지 물었으므로, 가봤던 나라의 수로 답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어휘 flight[] 항공편  so far 지금까지  book[] 예약하다

18 ③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림 동아리, Wonderful 
Art에 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에 소

질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만나

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

는 것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15년의 역사가 있으며, 지난 10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유치원 벽에 그림

을 그려왔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봉사활동은 10년간 해 왔다.

어휘 paint[] 그리다  twice[] 두 번  history[] 역사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kindergarten[] 

유치원

19 ⑤

남  오늘은 무엇을 구경하러 가지?

여  글쎄,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경복궁이 방문하기에 좋은 장

소야. 그리고 남산에서는 서울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고.

남  그리고 다른 곳은?

여  만약 쇼핑을 하러 가고 싶으면, 남대문 시장에서 옷부터 음식까지 무

엇이든 살 수 있어. 먼저 어디를 가고 싶어?

남  난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복궁에 가자.

해설 여자가 어디를 먼저 가고 싶냐고 물었으므로, 남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

① 그곳들 모두 가 볼 만한 멋진 곳이었어.

② 여기 쇼핑센터들이 많이 있어.

③ 고맙지만 괜찮아. 내 생각에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

④ 난 그다지 놀이 공원에 가고 싶지 않아.

어휘 traditional[] 전통적인  culture[] 문화  

view[] 전망  clothes[] 옷, 의류  market[] 시장   

[문제] more than enough 너무 많은  

20 ⑤

남  이봐, 내 문자에 왜 답장을 안 했니?

여  지금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남  왜? 집에 두고 왔어?

여  아니, 오늘 아침에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 같아.

남  아, 이런. 그 휴대전화로 전화해 봤어?

여  응, 그렇게 해봤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남  그 택시 회사나 번호를 기억하고 있니?

여  음, 번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회사 이름은 기억해.

남  그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

해설 여자가 택시 회사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택시 회사에 연락해 

보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대신 지하철을 타는 게 어때?

② 우리 택시 타고 휴대전화 가게에 가는 게 어때?

③ 왜 그 사람이 네 전화를 받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④ 최신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휘 leave[] 두고 오다 (leave-left-left)  
remember[] 기억하다  company[] 회사    

[문제] brand new 최신형의

고난도 Dictation Test 2 pp. 212~219

01  1) ready for the dinner party  2) What do you suggest  
3) That’s not my style  4) have a striped one

02  1) start walking back  2) climbed a long way   
3) out of shape  4) take a break

03  1) have for dinner  2) have something else   
3) not a big fan of  4) I’ll try it

04  1) talk to the manager  2) I’m very disappointed   
3) Can you explain why  4) our food to be prepared  
5) weren’t fresh

05  1) shall we meet  2) Isn’t that too early   
3) take about an hour  4) How about meeting at

06  1) threw up everything  2) Were you allergic to   
3) had gone bad  4) get some rest

07  1) what you ordered  2) sounds too cheap   
3) go back and get  4) please hurry

08  1) bought you a special gift  2) bring it inside   
3) go to the backyard  4) follow me

09  1) have a fever  2) working properly   
3) expected much better  4) be polite

10  1) we’re about to leave  2) take about thirty minutes  
3) It’s rush hour  4) turn on the heater 

11  1) Can I ask you something  2) last semester   
3) help me do my homework  4) good atd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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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what’s the matter  2) in the future   
3) you are very talented  4) follow your dream

13  1) have a variety of prizes  2) receive a laptop   
3) all contestants  4) sing a song called 

14  1) during the summer  2) travel the world   
3) time is limited 

15  1) send this parcel  2) That’s too long   
3) How much will it cost  4) by regular mail

16  1) wear glasses all the time   
2) more convenient than glasses  3) others are soft  
4) the color of your eyes

17  1) do me a favor  2) Would you mind if   
3) How many countries  4) rooms are booked

18  1) tell you about  2) meet twice a month   
3) painted the walls 

19  1) good place to visit  2) see great views of   
3) anything from clothes to food   

20  1) answer my text  2) left my cellphone   
3) the phone was turned off   
4) remember its number 

Word Test 고난도 1~2 pp. 220~221

A
01 우울한, 우중충한 02 통화 03 환율 

04 양식 05 의견이 다르다 06 제시간에 

07 마침내, 드디어 08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09 바다 10 탈출하다 11 천 

12 공포에 질리다 13 반응하다 14 만화책 

15 교복 16 구입하다 17 미술관 

18 선택, 선택권 19 들르다 20 몸이 쇠약한 

21 산책하다 22 잘 어울리다 23 토하다

24 알레르기가 있는 25 자신감이 있는 26 넓히다 

27 참가자 28 상품권 29 제한된, 한정된 

30 저울 31 지금까지 32 너무 많은 

33 최신형의  34 시장 35 한 병의 

36 무게가 …이다 37 소포 38 얻다 

39 …에 집중하다 40 일정

B 
01 foggy 02 disappear 03 calm 

04 do one’s best 05 complain 06 spill 
07 cause 08 wet 09 exit 
10 lasting 11 subject 12 painter 

13 grow up 14 achieve 15 direct 
16 every 17 tissue 18 tablecloth 

19 backyard 20 air conditioner 21 properly

22 polite 23 rush hour 24 semester 

25 set 26 competition 27 volunteer 

28 traditional 29 culture 30 extra 

31 wisely 32 cheerful 33 fever  

34 climb 35 unfortunately 36 go bad 

37 confused 38 goal 39 experience 

40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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