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정답

Part Ⅰ  유형편

기출
예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 ① ④ ③ ⑤ ② ③ ④

02 ② ① ① ① ⑤ ⑤ ⑤

03 ③ ⑤ ① ④ ① ② ④

04 ③ ② ⑤ ⑤ ④ ③ ③

05 ④ ⑤ ④ ③ ④ ④ ④

06 ④ ⑤ ① ① ⑤ ① ⑤

07 ③ ① ④ ⑤ ② ② ③ ① ④ ③ ① ③

08 ⑤ ② ① ② ③ ⑤ ⑤

09 ② ① ② ① ④ ③ ③

10 ③ ④ ④ ⑤ ④ ⑤ ④

11 ④ ③ ⑤ ④ ③ ④ ⑤

12 ④ ③ ① ③ ② ① ①

13 ③ ① ④ ② ③ ④ ③ ③ ③ ⑤ ③ ③

14 ② ⑤ ③ ② ② ③ ② ④ ③ ③ ② ② ④

15 ② ② ② ① ④ ② ⑤ ④ ① ① ⑤ ④ ⑤

16 ⑤ ③ ② ③ ④ ⑤ ⑤

17 1 ①
2 ③ 

① ⑤ ① ④ ② ③ ⑤ ④

18 ③ ⑤ ④ ④ ③ ③ ⑤ ③ ② ④ ③ ④

문항
번호

강

Part Ⅱ  소재편

문항
번호

강

기출
예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9 ③ ④ ② ③ ① ④ ⑤ ② ② ④ ③ ⑤ ①

20 ④ ② ① ④ ⑤ ③ ⑤ ④ ③ ④ ① ④ ③

21 ④ ④ ⑤ ⑤ ③ ④ ① ③ ① ② ② ① ②

22 ③ ① ③ ② ⑤ ② ② ⑤ ④ ③ ② ① ⑤

23 ④ ① ② ⑤ ① ④ ⑤ ② ① ⑤ ④ ④ ①

Part Ⅲ  실전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4 ④ ④ ② ⑤ ① ⑤ ⑤ ⑤ ③ ⑤ ② ④ ④ ④ ⑤ ④ ③

25 ④ ② ③ ① ② ③ ⑤ ④ ③ ④ ④ ③ ⑤ ③ ⑤ ② ⑤

26 ② ⑤ ④ ③ ③ ④ ① ② ④ ② ④ ④ ② ② ① ④ ③

27 ④ ① ② ① ③ ⑤ ④ ① ④ ④ ④ ③ ③ ④ ⑤ ⑤ ②

28 ⑤ ① ② ⑤ ④ ⑤ ② ③ ④ ④ ⑤ ④ ⑤ ② ⑤ ② ②

29 ① ③ ② ④ ② ④ ⑤ ⑤ ③ ③ ③ ④ ③ ② ⑤ ④ ④

문항
번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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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1 목적 � 본문�8~13쪽

기출 예제 �①

Exercises �1�④� 2�③� 3�⑤� 4�②� 5�③� 6�④

기출 예제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Shoppers,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ank	

you	 for	visiting	Miracle	Department	Store.	We’d	

like	 to	 inform	you	of	 the	special	events	going	on	

through	 this	weekend.	First,	we’re	offering	a	50	

percent	discount	on	certain	electronics	and	sporting	

goods	on	the	seventh	floor.	Second,	we’re	providing	

a	free	beverage	at	our	coffee	shop	on	the	first	floor	

to	shoppers	who	spend	over	$50.	Third,	we’re	also	

giving	away	$10	gift	certificates	to	all	shoppers	who	

spend	over	$100.	Last	but	not	leas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parking	fees	this	weekend.	Parking	

is	free.	We	hope	you	enjoy	this	weekend’s	special	

events	at	our	department	store.

남:		고객	여러분,	잠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Miracle	

백화점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되는	

특별	행사에	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층에서	특

정	전자제품과	스포츠	상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둘째,	50달러	넘게	(돈을)	쓰는	고객님께	1층에	있는	

저희	커피숍에서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100
달러	넘게	(돈을)	쓰는	모든	고객님께	10달러	상품권을	또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말에는	주차	요금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는	

무료입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이번	주말의	특별	행사를	즐기

시기	바랍니다.

[Topic & Situation]	백화점	주말	특별	행사	안내

[Solution]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되는	특별	행사에	관해	알려	드리

고자	한다고	하면서	특정	전자제품과	스포츠	상품에	대해	50%	할

인을	제공하고,	50달러	넘게	(돈을)	쓰는	고객에게	무료	음료를,	

100달러	넘게	(돈을)	쓰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준다고	말

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백화점	주말	특별	행사를	안내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electronics�전자제품���goods�상품,�물품���beverage�음료���give�

away�~을�선물로�주다���gift�certificate�상품권��� last�but�not�

least�마지막이지만�중요한�것은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ello,	visitors.	Welcome	to	the	Fisherman’s	Village	

at	Blue	Island	Harbor	Park.	 I’ll	be	your	guide	for	

today’s	 tour.	Before	 starting	 the	 tour,	 I’d	 like	 to	

remind	you	of	one	very	 important	 rule.	When	you	

walk	around	 the	village,	you’ll	 see	seals	near	 the	

docks.	A	lot	of	tourists	want	to	feed	them,	but	please	

don’t.	They	may	be	cute,	but	if	they	get	scared,	they	

will	bite,	and	 they	have	very	sharp	 teeth.	Also,	 if	

they	get	used	 to	people	feeding	 them,	 they’ll	stop	

hunting	for	wild	food.	This	would	negatively	impact	

their	survival	ability	in	nature.	Your	cooperation	will	

help	protect	you	and	these	little	creatures.	Let’s	start	

the	tour!

남:		안녕하세요,	방문자	여러분.	Blue	Island	Harbor	Park의	

어부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투어를	위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규칙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주변을	거닐	때,	부두	근처에서	물개를	볼	것입니다.	많

은	관광객들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길	원하지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물개들이	귀여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들이	겁

을	먹으면,	그들은	물	것이고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

다.	또한,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그들은	

야생의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

에서	그들의	생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

분의	협조가	여러분과	이	작은	동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어를	시작하죠!

[Topic & Situation]	어부	마을	투어

[Solution]	남자는	어부	마을	투어를	위해	마을	주변을	거닐기	전

에	방문자들에게	물개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물개에

게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remind�~�of�...�~에게�…을�상기시키다�[일깨우다]���dock�부두,�선창���

bite�물다,�깨물다���sharp�날카로운���impact�영향을�주다���survival�

생존

2��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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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Good	morning,	Westview	County	area	 listeners!	

My	name	 is	Alicia	 Jones,	 and	 I’m	a	78-year-old	

Westview	County	resident.	And	guess	what?	Every	

morning	 I	 log	onto	my	social	media	account	and	

share	 the	 latest	news	with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hat’s	 surprising	 for	 someone	 my	 age,	

right?	I	learned	how	to	do	this	in	a	communications	

technology	class	 the	community	center	offers	 for	

seniors.	If	you’re	a	senior,	you	too	can	learn	how	to	

use	communications	 technology	by	registering	for	

a	class	at	 the	center!	There	are	classes	on	using	a	

smartphone,	creating	and	maintaining	a	social	media	

account,	 exchanging	messages	on	 social	media,	

sending	emails,	and	managing	and	editing	digital	

photos.	 Join	a	class	 today	and	 learn	a	new	skill!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something	new.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enter	website.

여:			안녕하세요,	Westview	County	지역	청취자	여러분!	제	이

름은	Alicia	Jones이고,	78세의	Westview	County	주민

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매일	아침	제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접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최신의	소식을	공유합니

다.	저와	같은	나이의	누군가에게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맞

죠?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년층을	위해	제공하는	통신	

기술	강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노년

층이라면,	여러분도	센터의	강좌에	등록해서	통신	기술을	활

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하기,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유지하기,	소셜	미디어상에서	메시지	

주고받기,	이메일	보내기,	그리고	디지털	사진을	다루고	편

집하기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에	등록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여러분은	절대	늙지	않았습니

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Topic & Situation]	노년층을	위한	통신	기술	강좌	홍보

[Solution]	여자는	78세의	Westview	County	주민으로	커뮤니

티	센터에서	하는	통신	기술	강좌를	끝낸	후,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접속하여	매일	전	세계	사람들과	최신의	소식을	공유한다고	하면

서	커뮤니티	센터의	다양한	강좌를	소개하며	강좌에	등록하여	새

로운	기술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

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노년층을	위한	통신	기술	강좌를	홍

보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share�공유하다,�(남에게)�이야기하다���communications�technology�

통신�기술���register�등록하다

3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Good	evening,	parents	and	 local	 residents.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evening’s	annual	public	town	

meeting.	I’m	Allen	Brewster,	head	of	Cornhill	High	

School	security,	and	before	we	start	 the	meeting	I	

just	have	a	quick	announcement.	As	you	know,	the	

road	 to	 the	main	entrance	of	 the	 school	 is	 really	

narrow.	And	when	parents	 are	dropping	off	 and	

picking	up	their	children	before	and	after	school,	it	

gets	really	crowded	with	many	cars	and	people.	This	

can	create	a	safety	hazard	for	the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As	such,	we’re	planning	 to	ask	 the	city	

council	to	install	traffic	lights	in	front	of	the	school.	

Before	we	do,	we’d	like	to	get	your	opinions	about	

it	 through	an	online	survey.	Please	 take	a	minute	

sometime	to	visit	the	school	website	and	click	on	the	

link	to	take	the	survey.	We’d	really	like	to	hear	from	

you.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남:		안녕하세요,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저녁	연례

	 	공개	지역	주민	회의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ornhill	

고등학교의	보안팀장	Allen	Brewster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은	공지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

피,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도로는	정말	좁습니다.	그리고	학

부모님들이	학교	수업	전후	아이들을	내려	주고	태울	때,	많

은	차와	사람들로	정말로	혼잡합니다.	이는	학생들과	지역	주

민들의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는	학교	앞	신호등	설치를	시의회에	요청할	것을	계획	중입니

다.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그것에	관

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언제	잠시	시간을	내셔

서	학교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설문에	참여하기	위한	링크

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로	듣고	싶

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Topic & Situation]	신호등	설치에	관한	설문	조사

[Solution]	남자는	Cornhill	고등학교의	보안팀장으로서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도로가	매우	좁고	안전상	위험이	있어	시의회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려고	계획	중이라	이에	관한	학부모님들과	

정답과�해설�_01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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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여유가�있다���desperately�간절하게,�절실하게���donation�기부(금)���

suffer�from�~으로�고통받다���financial�경제적인,�재정적인

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students.	I’m	Mrs.	Jackson,	the	vice	principal.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s	recently	announced	

a	 plan	 to	 promote	 students’	 general	 health.	As	

part	of	this	plan,	our	school	will	be	offering	a	new	

afterschool	program	 that	 includes	various	 fitness	

activities	for	you	to	participate	in.	Our	program	will	

offer	 lessons	 in	yoga,	Pilates,	badminton,	 tennis	

and	 taekwondo.	All	 the	classes	will	be	 taught	by	

professional	 instructors	 from	our	 local	education	

office	and	you	can	sign	up	for	any	class	you	want	

on	the	school	website	during	next	week.	The	classes	

will	be	closed	when	 they’re	 full,	 so	you	have	 to	

hurry.	 I	 expect	many	of	you	 to	participate	 in	 the	

fitness	program	and	stay	fit.	Thank	you	for	listening.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Jackson	교감입니다.	지역	

교육청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는	여러분이	참

여할	다양한	피트니스	활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과	후	프로

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요가,	필라테스,	

배드민턴,	테니스	그리고	태권도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

든	수업은	지역	교육청의	전문	강사들에	의해	지도될	것이고	

여러분은	다음	주	중에	학교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수업이라

면	어느	것이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수업들은	인원이	

다	찰	때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학생들이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을	유지하

기를	기대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방과	후	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	안내

[Solution]	여자는	지역	교육청	계획의	일환으로	방과	후	피트니

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수업의	종류와	지도	강사,	신

청	방법	등에	대해서	말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방과	후	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안내하

려고’이다.

[Words & Phrases]
vice�principal�교감���education�office�교육청���participate�in�

~에�참여하다���instructor�강사���sign�up�for�~을�신청하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온라인	설문을	위한	구체

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신호등	설치에	관한	설문	조사	참여를	요청

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head�(단체,�조직의)�책임자���drop�off�~을�(차량�등에서)�내려�주다���

pick�up�~을�(차에)�태우다���hazard�위험���as�such�그래서,�따라서

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ello,	listeners.	I’m	Daniel	Brown	from	the	Edmond	

Cancer	Center.	More	and	more	people	are	being	

diagnosed	with	cancer	nowadays,	and	many	of	them	

cannot	afford	 the	high	cost	of	 treatment.	Edmond	

Cancer	Center	helps	 those	people	 in	need,	and	we	

have	helped	more	than	2,000	cancer	patients	receive	

treatment.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who	need	our	help.	So	we’re	desperately	seeking	

donations	 and	 your	 support	 will	 make	 a	 huge	

difference	 to	people	who	suffer	from	the	financial	

difficulty	of	 treating	 their	cancer.	 If	you	can	help,	

please	call	604-537-2800.	We’re	waiting	for	your	

support.	Thank	you.

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dmond	암	센터의	Daniel	

Brown입니다.	요즘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

들	중	많은	사람들이	높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

다.		Edmond	암	센터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저희는	2,0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

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부를	구하

고	있고	여러분의	후원이	암	치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604-537-2800으로	전화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암환자를	위한	기부

[Solution]	남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이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암	센터에	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be�diagnosed�with�~을�앓고�있다는�진단을�받다���afford�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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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제 � 본문�14~19쪽

기출 예제 �②

Exercises �1�①� 2�①� 3�①� 4�⑤� 5�⑤� 6�⑤

기출 예제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oney,	Jonathan	looks	bored	with	his	toys.	I	 think	

he	needs	some	new	ones.

W:	 	I	 agree.	He’s	 five,	 but	 his	 toys	 are	 for	 younger	

children.

M:	 	Why	don’t	we	 try	a	 toy	 rental	 service	 instead	of	

buying	toys?

W:	How	does	it	work?

M:	 	You	pay	a	small	monthly	fee	and	take	any	toys	you	

want.	Then,	you	return	them	later.

W:	 	Sounds	good.	That	way,	we	 could	get	 Jonathan	

various	new	toys	without	paying	much.

M:	 	Besides,	renting	toys	saves	space	in	our	house	since	

we	won’t	store	his	old	toys	anymore.

W:	 	Wonder fu l . 	 I 	 guess 	 i t ’s 	 a l so 	 good 	 for 	 the	

environment.

M:	What	do	you	mean?

W:	 	We	could	 reduce	waste	by	 sharing	one	 toy	with	

other	 families	 instead	of	every	 family	buying	 the	

same	one.

M:	Good	point.

W:	 	Using	this	service	seems	like	a	good	option.	Let’s	

try	it.

남:		여보,	Jonathan이	자기	장난감에	싫증이	난	것처럼	보여요.	

아이에게	새	장난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는	다섯	살인데	그	애의	장난감은	더	

어린아이에게	맞는	거예요.

남:		장난감을	사는	대신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

때요?

여:	그건	어떻게	운영돼요?

남:		한	달	이용료를	조금	내고	원하는	장난감을	어느	것이나	고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여: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내지	않고도	Jonathan에게	

다양한	새	장난감을	구해	줄	수	있겠군요.

남:		그	밖에도	장난감을	대여하면,	오래된	장난감을	더	이상	보관

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ello,	everyone.	I’m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Carl	Sanders.	 I’m	happy	 to	 talk	with	 the	student	

representatives	 in	 this	 forum	 today.	 Before	 we	

start,	let	me	tell	you	why	we’re	here	for	discussion.	

Students	 started	 wearing	 uniforms	 when	 our	

school	opened	about	30	years	ago.	Since	then,	our	

students	have	been	wearing	the	uniforms	with	pride	

and	affection.	However,	 recently,	many	 students	

have	been	complaining	 that	 they	 feel	 too	hot	 in	

their	summer	uniform	and	too	cold	in	 their	winter	

uniform.	Also,	 some	students	 suggested	 that	we	

change	 the	current	uniform	design	 into	something	

more	stylish	and	comfortable.	So	today,	we	should	

discuss	ways	 to	 improve	our	 school	uniforms	 to	

meet	 students’	 needs	 while	 keeping	 our	 school	

traditions.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	Carl	Sanders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학생	대표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

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토론을	위해	여기	모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약	30년	전에	우리	학교가	

개교했을	때	교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학생

들은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최

근	많은	학생들이	여름	교복을	입었을	때는	너무	덥고,	겨울	

교복을	입었을	때는	너무	춥다고	불평해	왔습니다.	또한,	일

부	학생들은	현재의	교복	디자인을	더	멋지고	편한	것으로	바

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교	전통을	지키

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복을	개선할	방안

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Topic & Situation]	교복	개선을	위한	토론회

[Solution]	남자는	학교가	개교했을	때부터	학생들이	입던	교복

에	대해	최근	많은	학생들이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

생	대표들과	교복	개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

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교복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유

를	설명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student�council�president�학생회장���representative�대표자;�

대표하는���forum�토론회���pride�자부심,�자존심���affection�애정,�애

착���meet�충족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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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남:		안녕,	Amy.	뭐	하고	있니?

여: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는	중이야.	내가	K-pop에	매

우	관심이	많아져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

남:		근사하다!	넌	수년간	중국어	수업도	듣고	있지,	그렇지	않니?

여:		그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건	매우	유

익해.	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지.

남:			너무	멋지다.	난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	준다고	생각해.

여:			물론이야.	그건	정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

이	돼.

남: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특정한	정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

여:			맞아.	우리	두뇌가	언어의	복잡성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우

리의	인지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지.

남:		그렇다니	나도	외국어를	배우고	싶네.

[Topic & Situation]	외국어	학습의	장점

[Solution]	두	사람은	대화에서	외국어를	배우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타문화

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지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

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어	학습의	장점’이다.

[Words & Phrases]
beneficial�유익한,�이로운���respect�존중하다���cope�with�~에�대처

하다���complexity�복잡성���cognitive�인지적인

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oney,	I	can’t	believe	Nina	is	going	to	enter	middle	

school	next	week.
M: 		Yeah,	time	flies.	She	seems	to	be	looking	forward	to	

it.
W: 		She’ll	 love	her	school	 life.	Oh,	I	was	 thinking	we	

should	make	a	good	place	for	her	to	study.
M: 		Great	idea.	That’d	help	her	study	better.	How	should	

we	do	that?
W: 		I	think	we	should	buy	her	a	nice	desk	and	a	chair	to	

help	maintain	good	posture.
M: 		Okay.	And	we	should	get	her	a	desk	lamp.	Oh,	also,	

let’s	replace	the	light	bulbs	in	her	room	with	brighter	

ones.
W: 		Yeah,	her	room	is	not	bright	enough.	And	how	about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집의	공간을	절약해	주지요.

여: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은	환경에도	좋을	것	같군요.

남:	무슨	뜻이에요?

여:		모든	가정이	똑같은	장난감을	사는	대신	장난감	하나를	다른	

가정과	함께	씀으로써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남:	좋은	지적이군요.

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	

봐요.

[Topic & Situation]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의	장점

[Solution]	부부가	아이에게	새	장난감을	사	주지	말고	대여	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합의하면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의	여러	장점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의	장점’이다.

[Words & Phrases]
toy�rental�service�장난감�대여�서비스���work�운영되다���monthly�

fee�한�달�이용료���option�선택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ey,	Amy.	What	are	you	doing?
W: 		I’m	listening	to	an	online	Korean	course.	I’ve	got	so	

interested	in	K-pop	that	I	decided	to	learn	Korean.
M: 		Cool!	You’ve	also	been	taking	Chinese	classes	for	

years,	haven’t	you?
W: 		Yeah.	It’s	not	easy	to	learn	a	new	language,	but	it’s	

so	beneficial.	 I’ve	been	able	 to	make	friends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M: 		That’s	so	great.	 I	 think	 learning	another	 language	

also	makes	you	see	the	world	differently.
W: 		Definitely.	It	really	helps	you	understand	and	respect	

other	cultures.
M: 		And	I	heard	that	 learning	a	foreign	language	helps	

develop	certain	mental	skills.
W: 		That’s	right.	Because	our	brains	have	to	cope	with	

the	complexity	of	 language,	our	cogni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get	better.
M:	 	That	makes	me	wan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too.

6��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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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ello,	everyone.	Today,	I’d	like	to	tell	you	abou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in	human	history.	

This	was	invented	to	prevent	diseases	from	widely	

spreading,	and	it	 is	used	all	over	the	world.	Before	

it	was	 invented,	people	would	have	 to	dig	a	deep	

hole	to	get	rid	of	their	body	waste.	Today,	it	come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around	 the	world,	but	

it	 is	commonly	made	of	ceramic,	concrete,	plastic,	

or	wood.	It	can	be	with	or	without	flushing	water.	

It	 is	 found	 in	homes,	public	 restrooms,	airplanes,	

and	trains.	However,	some	poor	areas	in	developing	

countries	still	use	unsanitary	ones	which	are	usually	

located	outside.	Can	you	guess	what	it	is?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류	역사에서	가

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은	질병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명되었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

람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	깊은	구멍을	파야	하

곤	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도자기,	콘크리트,	플라스틱	또

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물을	내려	씻어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정,	공중	화장실,	비행

기,	그리고	기차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일부	

가난한	지역들은	대개	실외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것을	여전

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

니까?	

[Topic & Situation]	변기의	발명

[Solution]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서	질병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명되었으며	이것의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	깊은	구멍을	파야	했고,	가정,	

공중	화장실,	비행기,	기차에서도	발견된다고	했다.	따라서	여자

가	설명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기’이다.

②	욕조	③	식기세척기	④	진공	청소기	⑤	세탁기	

[Words & Phrases]
invention�발명품���spread�퍼지다,�확산되다���dig�파다���get�rid�

of�~을�제거하다���body�waste�(인체의)�배설물���ceramic�도자기

flush�(변기�등을)�물로�씻어�내리다���unsanitary�비위생적인���locate�

설치하다,�두다

getting	some	plants?	They	can	make	the	room	feel	

fresher	and	help	her	focus	better.

M: 		Great.	I	saw	some	nice	ones	at	the	store	a	few	days	

ago.

W: 		Cool!	And	we	also	need	to	remove	some	things	that	

could	distract	her	from	studying.

M: 		Right.	Why	don’t	we	ask	Nina	 to	keep	her	video	

game	 system	 in	 another	 room?	That’ll	 help	her	

concentrate	on	her	studies	better.

여:		여보,	Nina가	다음	주에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게	믿기지	않

아요.

남:			그러게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이가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			그	애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할	거예요.	아,	난	우리가	아이

가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었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		아이에게	좋은	책상과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의

자를	사	줘야	할	것	같아요.

남:			좋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탁상용	램프를	하나	사	줘야	해요.	

아,	그리고	또,	그	애	방에	있는	전구들을	더	밝은	것들로	교

체해	줍시다.

여:		그래요,	그	애의	방은	충분히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식물을	

좀	사는	게	어때요?	그것이	그	방을	더	상쾌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아이가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남:		아주	좋아요.	내가	며칠	전	가게에서	괜찮은	것들을	좀	봐	두

었어요.

여:			잘됐네요!	그리고	또한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남:			맞아요.	Nina에게	그	애의	비디오	게임	시스템을	다른	방에	

두라고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이	그녀가	공부에	

더	잘	집중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Topic & Situation]	자녀의	공부방	환경	조성

[Solution]	두	사람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에게	좋은	공부방	환

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녀의	

공부방	환경	조성	방법’이다.

[Words & Phrases]
maintain�유지하다���posture�자세���replace�교체하다,�대신하다���

light�bulb�전구���remove�없애다���distract�~�from�...�~가�…에�집

중하지�못하게�하다

정답과�해설�_02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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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 	Thanks	for	inviting	me.	Oh,	you	have	parrots.

M: 		Yes.	 I	got	 them	from	my	next-door	neighbor	 last	

year.

W: 		Aren’t	they	noisy?	I	used	to	have	one,	but	I	gave	it	

away	because	I	couldn’t	stand	its	screaming.

M: 		Mine	screamed	a	lot	at	first,	but	I’ve	been	training	

them	and	they’ve	become	much	better	now.	

W:	Really?	How	have	you	done	that?

M:	 	When	 they	start	 screaming,	 I	 leave	 the	 room	and	

ignore	them.

W:	That	works	for	you?	I	tried	that,	but	it	didn’t	work.

M:	 	Another	thing	I	do	is	take	away	their	food	when	they	

scream	a	lot.	

W:	And	does	it	work?

M: 		Yeah.	Parrots	scream	when	they	want	attention	and	I	

control	it	through	training.

W: 	I	understand.	Good	job!

남:		안녕,	Shannon,	어서	들어와.

여:		초대해	줘서	고마워.	아,	앵무새를	기르는구나.

남:		응.	작년에	옆집	이웃에게서	그들을	얻었어.

여:		그들은	시끄럽지	않니?	나도	전에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것

이	날카롭게	소리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주어

버렸어.

남:		내	앵무새도	처음에는	날카로운	소리를	많이	냈지만,	그들을	

훈련시켜서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

여: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니?

남: 		그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방을	나가고	그들

을	무시해.

여:	효과가	있니?	난	그것을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어.	

남: 		내가	하는	또	다른	것은	그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많이	지르면	

그들의	먹이를	빼앗는	거야.	

여: 	그러면	효과가	있니?

남: 		그래.	앵무새는	관심을	원할	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데	나는	

훈련을	통해	그것을	통제해.	

여:		이해가	된다.	잘했네!

[Topic & Situation]	앵무새의	날카로운	소리를	통제하는	훈련법

[Solution]	앵무새를	기르는	남자를	보고	앵무새가	날카롭게	소

리	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남에게	주어	버렸다는	말을	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날카로운	울음	소리를	내는	앵무새를	훈련시키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

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앵무새의	날카로운	울음	소리를	통제

하는	훈련법’이다.

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Mom,	can	I	ask	you	something?	
W: 	Sure.	What	is	it?
M: 			When	I	use	the	escalator,	I	should	always	stand	on	

the	right	 to	 let	people	 in	a	hurry	walk	on	 the	 left,	

right?
W: 	No.	You	can	stand	on	either	side.
M: 	Wouldn’t	that	block	people	from	walking?
W: 	Actually,	you’re	not	supposed	to	walk	on	escalators.
M: 	You	mean	I	shouldn’t	move	on	them?
W: 	No.	You	shouldn’t	run	or	walk	for	safety.
M: 	I	see	what	you	mean.
W: 	And	you	should	hold	the	handrail.	It’s	a	lot	safer.
M: 	Good	point.	I’ll	keep	them	in	mind.

남: 	엄마,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여: 	물론이지.	그게	뭔데?

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급한	사람들이	왼쪽	편으로	걸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오른쪽	편에	서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여: 	 	아니.	어느	쪽에	서	있어도	된단다.

남: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여: 	사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걸어서는	안	된단다.

남:			제가	그	위에서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		그래.	안전을	위해	뛰거나	걸어서도	안	된다.

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		그리고	난간을	잡아야	한단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해.

남:		좋은	지적이세요.	그것들을	명심할게요.

[Topic & Situation]	에스컬레이터	이용	규칙

[Solution]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급한	사람들을	위해	오른

쪽에	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남자에게	여자는	에스컬레이

터에서는	뛰거나	걸어서도	안	되고	난간을	잡아야	하는	등의	에스

컬레이터	이용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다.

[Words & Phrases]
block�방해하다,�막다���be�supposed�to�~해야�하다,�~하기로�되어�

있다���handrail�(계단�등의)�난간���keep�~�in�mind�~을�명심하다

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y,	Shannon,	come	on	in.

8��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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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견, 주장 � 본문�20~25쪽

기출 예제 �③

Exercises �1�⑤� 2�①� 3�④� 4�①� 5�②� 6�④

기출 예제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i,	Sam.	How	are	you?

M:	Fine.	How	about	you,	Christine?

W:	 I	feel	really	good.

M:	 	Wow!	What	 happened	 to	 you?	You	 usually	 say	

you’re	tired.

W:	 	Well,	 I	changed	how	I	sleep.	I	started	sleeping	on	

my	left	side,	and	it	has	improved	my	health.

M:	Really?

W:	 	Yeah.	I’ve	done	it	for	a	week,	and	my	digestion	has	

got	better.

M:	 	I	didn’t	know	how	we	sleep	has	something	 to	do	

with	digestion.

W:	 	It	does.	Sleeping	on	your	left	side	helps	the	digestive	

process	because	your	stomach	is	on	the	left.

M:	 	I	can	see	that.	But	does	 improving	digestion	make	

you	that	much	healthier?

W:	 	Sleeping	on	 the	 left	 side	does	more	 than	 that.	 I	

think	it’s	good	for	health	because	it	also	helps	blood	

circulation	to	the	heart.

M:	That	makes	sense.	I	guess	I	should	try	it.

여:	안녕,	Sam.	어떻게	지내?

남:	잘	지내.	너는	어때,	Christine?

여: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남:	와!	어쩐	일이니?	대체로	피곤하다고	말하잖아.

여:		음,	나는	잠자는	방식을	바꿨어.	왼쪽으로	누워	자기	시작했

는데,	그게	내	건강을	좋아지게	했어.

남:	정말이야?

여:	그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소화가	더	잘됐어.

남:	잠자는	방식이	소화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네.

여:		관련이	있어.	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소화	과정에	도움이	돼.

남: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소화를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훨씬	더	건강하게	해	주니?

여: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	나는	그것이	

[Words & Phrases]
next-door�옆집의���neighbor�이웃���ignore�무시하다���attention�

관심���control�통제하다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llo,	students!	You	may	get	angry	when	your	friend	

shows	up	 late	 for	 lunch.	You	may	 feel	 the	 same	

when	your	classmate	refuses	to	cooperate	in	group	

projects.	How	do	you	usually	respond	in	situations	

like	 these?	You	may	have	yelled	at	your	friend	or	

classmate,	hurting	 their	 feelings.	 It’s	 important	 to	

deal	with	angry	situations	in	a	positive	way.	I’ll	give	

you	a	 tip.	When	you’re	angry	at	 someone,	wait	a	

while	before	you	speak	 to	 the	person.	Take	a	 few	

moments	 to	collect	your	 thoughts	while	waiting.	

Once	you	calm	down,	you	can	state	how	you	feel	

clearly	without	hurting	 the	person.	Next	 time	you	

feel	angry,	please	remember	this	advice.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친구가	점심	약속에	늦게	나타나면	

화가	날	수	있지요.	급우가	그룹	과제하는데	협력하기를	거부

할	때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마도	친구나	급우에게	소리	

질러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지요.	화나는	상황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팁	하나를	알려	드

릴게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

요.	일단	진정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당신

의	기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화가	나면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Topic & Situation]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상황을	다루는	방법

[Solution]	화가	나는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담화로,	남자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고	난	후	말을	하

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감

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

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상황

을	다루는	방법’이다.

[Words & Phrases]
show�up�나타나다��� refuse�거부하다���cooperate�협력하다���

situation�상황���hurt�감정을�상하게�하다���deal�with�~을�다루다���

collect�(생각을)�정리하다,�모으다���state�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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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잘하네.

남:		제	계획은	한	시간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		현명한	생각인	것	같네.

남:		그리고	하루에	여러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공부할	거예요.	

과목을	섞고	싶지	않아요.

여:		그거	확실한	거니?	과목을	바꾸는	것이	너의	머리를	상쾌하

게	할	수	있어.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일	수	있어.

남:		오,	정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게	더	좋

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		네가	원하면	내가	집중력에	관해	읽은	뉴스	기사를	네게	보여	

줄	수	있어.	거기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려

고	하면	쉽게	집중력을	잃는다고	쓰여	있어.

남:		알	거	같아요.

여:		내	생각에는	하루	중	시간을	나누어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

이	더	생산적일	것	같아.

남:		알겠어요.	그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부	계획을	세울게요.

[Topic & Situation]	효과적인	시험공부	방법

[Solution]	중간고사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남자가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할	것이라고	말하자,	여자는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하루에	한	과목보다는	여러	과목을	공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이다.

[Words & Phrases]
midterm�(임기,�학기�등의)�중간의���take�a�break�휴식을�취하다���

efficient�효율적인���multiple�다수의���article�기사���productive�

생산적인

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Mr.	Anderson,	our	club	members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Respect	Life	Campaign	this	Saturday.
M:	 	That’s	good.	How	many	of	your	club	members	are	

participating?
W:	 	Everyone.	We’ve	finished	making	our	signs.
M:	 	Great.	But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campaign	

outside	if	there’s	a	lot	of	fine	dust.	I’m	afraid	it’ll	be	

bad	this	Saturday.
W:	 	Really?	But	it’ll	be	difficult	to	reschedule	it.
M:	 		I	understand.	But	the	forecast	says	the	fine	dust	will	

be	very	bad	this	weekend.	It	won’t	be	good	for	your	

심장으로의	혈액	순환도	돕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남:	그것	일리가	있네.	나도	시도해	봐야겠다.

[Topic & Situation]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의	장점

[Solution]	여자는	자신이	왼쪽으로	누워	잔	이후부터	건강이	많

이	좋아졌다면서,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열

거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왼쪽

으로	누워	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이다.

[Words & Phrases]
sleep�on�one’s� left�side�왼쪽으로�누워�자다���digestion�소

화���have�something�to�do�with�~와�관련이�있다���blood�

circulation�혈액�순환���make�sense�일리가�있다,�의미가�통하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What	are	you	doing,	Paul?
M:	 	I’m	making	a	study	plan	 for	 the	midterm	exams,	

Mom.
W:	 	That’s	good.
M:	 	My	plan	is	to	take	a	short	break	every	hour	and	not	

stay	up	late	at	night.
W:	 	Sounds	smart.
M:	 	And	I’m	going	to	study	only	one	subject	a	day,	not	

several.	I	don’t	want	to	mix	them.
W:	 	Are	you	sure	about	 that?	 It	can	be	 refreshing	 for	

your	brain	 to	 change	 subjects.	 It	 could	be	more	

efficient	to	study	multiple	subjects	a	day.
M:	 	Oh,	really?	I	 thought	it’d	be	better	to	just	focus	on	

one	subject	a	day.
W:	 	I	can	show	you	a	news	article	I	read	about	focusing	

if	you	want.	 It	says	people	easily	 lose	focus	when	

they	try	to	do	one	thing	for	a	long	time.
M:	 	I	can	see	that.
W:	 	I	 think	 dividing	 up	 your	 time	 and	 working	 on	

multiple	 subjects	during	 the	day	would	be	more	

productive.
M:	 	Okay.	I’ll	plan	my	studies	with	that	in	mind	then.

여:		Paul,	뭐	하고	있니?

남:		중간고사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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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coworkers.	 It’s	 a	work	 requirement	 that	we	give	

feedback	to	each	other.

W:	 	Is	it	helpful?

M:	 	Yeah.	But	it’s	not	easy	to	give	negative	feedback.

W:	 	What’s	so	difficult	about	it?

M:	 	Well,	 I	know	that	 I	 should	be	honest,	but	 I	don’t	

want	to	hurt	my	coworker’s	feelings.

W:	 	If	that’s	the	case,	you	should	try	to	use	verbs	instead	

of	adjectives.

M:	 	Can	you	be	more	specific?

W:	 	If	you	use	verbs	rather	 than	adjectives,	 it	helps	 to	

make	your	 feedback	sound	softer,	and	 less	 like	a	

personal	attack.

M:	 	Can	you	give	me	an	example?

W:	 	For	example,	you	can	say	“Sometimes	you	interrupt	

others	 and	 forget	 to	 ask	 for	 different	 opinions”	

instead	of	“You	are	sometimes	bossy	and	controlling	

in	team	meetings.”

M:	 	I	see	what	you	mean.	That’s	a	good	idea.	Thanks.

여:		안녕,	Jack,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야?

남:		안녕,	Miranda.	내	동료	중	한	명을	위한	피드백	보고서야.	

우리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업무상	요구	사항이야.

여:		그것이	도움이	되니?

남:		응.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건	쉽지	않아.

여: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남:		글쎄,	내가	정직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동료의	감정을	상하

게	하고	싶지는	않아.

여:		그렇다면,	형용사	대신	동사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해.

남: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래?

여:		형용사보다	동사를	사용하면,	네	피드백이	더	부드럽고,	덜	

인신공격처럼	들리게	하는	데	도움이	돼.	

남:		예를	하나	들어	줄	수	있니?

여:		예를	들어,	“당신은	가끔	팀	회의에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통제적이에요.”	대신	“가끔	당신은	남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다른	의견을	묻는	것을	잊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

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Topic & Situation]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요령

[Solution]	동료에게	피드백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남자가	동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하

자,	여자는	형용사	대신	동사를	사용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

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는	형용사보다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이다.

health	if	you	stay	outside.
W:	What	if	we	all	wear	masks?	
M:	 		Masks	don’t	 really	help	when	you’re	outside	 for	

hours	and	the	fine	dust	is	really	bad.	You’re	going	to	

run	the	campaign	all	day,	aren’t	you?
W:	Yes,	we	are.	Can	we	do	it	indoors?
M:	 		I	guess	that	could	be	an	option.	Would	you	like	to	do	

that?
W:	 	I’ll	talk	to	the	other	members	and	let	you	know.

여:		Anderson	선생님,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이번	토요일에	있

을	‘생명	존중	캠페인’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남:		좋아.	너희	동아리	부원들	중	몇	명이	참가할	거니?

여:		전부요.	저희는	홍보판을	다	만들었어요.

남:		잘했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면	밖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이번	토요일은	미세먼지가	심할	것	

같아.

여:		정말요?	하지만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남:		알아.	하지만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미세먼지가	매우	심

할	거래.	밖에	머무르면	건강에	좋지	않을	거야.

여:		저희	모두	마스크를	쓰면	어때요?

남:			장시간	야외에	있는데	미세먼지가	정말	심할	때는	마스크가	

그다지	도움이	안	돼.	너희는	온종일	그	캠페인을	할	거지,	그

렇지?

여:	네,	그래요.	저희가	그것을	실내에서	할	수	있을까요?

남: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니?

여:		다른	부원들과	이야기해	보고	알려	드릴게요.

[Topic & Situation]	미세먼지와	캠페인	활동

[Solution]	남자는	동아리	부원들과	토요일에	‘생명	존중	캠페인’

을	할	예정인	여자에게	토요일은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므로	밖에

서	캠페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여

자의	말에	건강에	해로우니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밖에서	캠페인

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주장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밖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

면	안	된다.’이다.

[Words & Phrases]
look� forward�to�~을�기대하다���participate�참가하다��� fine�

dust�미세먼지���reschedule�일정을�변경하다���option�선택�사항

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y,	Jack,	what’s	that	you’re	writing?
M:	 	Hey,	Miranda.	It’s	a	feedback	report	for	one	of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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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량	재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여: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국산	품종의	종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남:			네	말이	맞아.	만약	우리가	수입	종자에	너무	많이	계속해서	

의존한다면,	우리	국내	식량	산업이	덜	안정적이	될지도	몰라.

여: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국산	종자	품종을	개발하려

고	애쓰고	있어.	난	그들이	그것을	하는	데	성공하기를	바라.

남:			물론이지.	그건	우리	미래	식량	공급을	위해	정말	중요해.

여: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종자를	개발하고	소유한다면,	더	많은	

식량	안보를	창출하고	종자를	위해	다른	국가에	지불하는	비

용을	줄일	수	있어.

[Topic & Situation]	국산	종자	개발의	필요성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많은	과일

과	채소가	수입	종자에서	온	거라고	하자,	남자는	생물	선생님을	

통해	그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은	수입	종자를	통해	식량

이	재배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여자는	우리가	더	많

은	국산	품종의	종자를	개발하면	식량	안보를	창출하고	다른	국가

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산	품종	종자	개발에	힘써야	한

다.’이다.	

[Words & Phrases]
unique�독특한���variety�(식물·언어�등의)�품종,�종류���imported�

수입된���domestic�국내의,�국내산의���secure�안정된,�안전한

5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Look!	Josh,	 I’ve	never	seen	a	store	with	so	many	

pairs	of	jeans.
M: 		Me,	neither.	I	have	a	trivia	question	for	you.	Do	you	

know	how	much	water	it	 takes	to	make	one	pair	of	

jeans?
W: 	I	have	no	idea.
M: 		For	 just	one	pair,	 it	 requires	up	to	10,000	liters	of	

water.
W: 	No	way	that’s	true.
M: 		It	 is	 true.	Maybe	worse,	 the	coloring	used	 to	dye	

denim	 jeans	 is	 toxic.	And	 some	 of	 it	 gets	 into	

waterways.
W: 	That	sounds	terrible	for	the	environment.
M: 		It	is.	That’s	why	we	need	to	cut	down	on	purchasing	

so	many	jeans.	
W: 	But	jeans	are	so	popular.

[Words & Phrases]
requirement�요구�사항,�필요조건���honest�솔직한,�정직한���verb�

동사���adjective�형용사���personal�attack�인신공격���interrupt�

(남의�이야기를)�가로막다���bossy�우두머리�행세를�하는

4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Ethan,	 you	 should	 come	 and	 have	 one	 of	 these	

apples	my	grandfather	grew.
M:	Wow,	thanks!	[Pause]	It	has	a	really	unique	taste.
W: 		Yeah.	It’s	a	new	variety	grown	from	imported	seeds.
M: 		Oh.	Your	grandfather	must	pay	a	 lot	 for	 imported	

seeds.
W: 		He	does.	He	told	me,	though,	th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sold	 in	our	country	are	 from	imported	

seeds.
M: 		I	heard	about	 that.	My	biology	 teacher	said	 that.	

That	means	if	other	countries	stopped	giving	us	their	

seeds,	we’d	have	a	problem	growing	food.
W: 		Yeah.	That’s	why	we	need	to	develop	more	domestic	

varieties	of	seeds.
M:	 	You’re	 right.	 If	 we	 keep	 relying	 too	 much	 on	

imported	 seeds,	our	domestic	 food	 industry	may	

become	less	secure.
W:	 	So	researchers	here	at	home	are	 trying	 to	develop	

domestic	 seed	varieties.	 I	 hope	 they	 succeed	 in	

doing	that.
M:	 	For	sure.	That’s	really	important	for	our	future	food	

supply.
W:	 	If	we	develop	and	 take	ownership	of	more	of	our	

seeds,	we	can	create	more	food	security	and	pay	less	

to	other	countries	for	their	seeds.

여:			Ethan,	여기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른	이	사과	하나	먹어	

봐.

남:			와,	고마워!	[잠시	후]	이거	정말	맛이	독특해.

여:			응.	수입	종자로	재배된	새로운	품종이야.

남:			아.	할아버지께서	수입	종자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겠

구나.

여:			맞아.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

되는	많은	과일과	채소가	수입	종자에서	온	거래.

남:			그것에	대해	들었어.	생물	선생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	

그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종자를	주는	것을	멈추면	우리

12��EBS�수능특강�영어듣기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12 2020. 1. 3.   오전 11:37



Part  Ⅰ
 유

형
편

might	want	to	see	them	before	getting	rid	of	them.

W: 		All	right,	thanks.	Let’s	see.	[Pause]	Yeah,	they’re	all	

expired.	

M: 	Okay.	I’ll	throw	them	out	then.

W: 	You	mean	in	the	trash	can?

M: 	Yeah.	Why?

W: 		We	should	take	them	to	a	place	that	has	a	medication	

disposal	drop-off.	The	people	there	will	dispose	of	

them	properly.

M: 		Oh,	that’s	a	good	idea.	Earlier	I	just	flushed	a	bunch	

of	old	pills	down	 the	 toilet.	That’s	probably	not	

good.

W: 		It’s	not.	The	chemicals	 in	 the	medications	can	end	

up	in	lakes	and	other	water	sources.

M: 	That	can’t	be	good.

W: 		So	that’s	why	some	places	collect	medications	and	

safely	dispose	of	them.	That’s	where	we	should	take	

these.

M: 	Okay.	I’ll	find	out	if	there’s	such	a	place	near	here.

여:		여보,	여기	이	약병들은	다	뭐예요?

남:			내가	약장을	청소했어요.	그것들을	처리하기	전에	당신이	봐

야	할지도	몰라서요.

여:		알겠어요,	고마워요.	어디	볼게요.	[잠시	후]	네,	그것들은	모

두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남:		알겠어요.	그럼	그것들을	버릴게요.

여: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남:		네.	왜요?

여:			의약품	처리	장소가	있는	곳에	그것들을	가져다	놔야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거예요.

남:			아,	좋은	생각이네요.	예전에	많은	오래된	알약을	변기에	넣

고	그냥	물을	내렸는데.	그건	아마도	좋지	않았겠어요.

여:		그러네요.	의약품의	화학	물질이	결국	호수와	다른	수자원으

로	갈	수	있어요.

남:		그건	좋을	리	없죠.

여:		그래서	몇몇	장소에서	의약품을	모아	그것들을	안전하게	처

리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것들을	가져가야	해요.

남:		알겠어요.	이	근처에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Topic & Situation]	폐의약품	처리	방법

[Solution]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남자에게	

여자가	의약품	처리	장소가	있는	곳에	버려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고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것	또한	위

험성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

M: 		I	know,	but	every	time	we	buy	a	pair	of	jeans,	we’re	

harming	the	environment.
W: 		I	 always	 knew	 plastic	 bags	 were	 bad	 for	 the	

environment,	but	not	jeans.
M: 	So	it’s	important	to	be	an	informed	consumer.

여:		여기	좀	봐!	Josh.	난	저렇게	많은	청바지가	있는	가게를	본	적

이	없어.

남:		나도	그래.	내가	일반상식	퀴즈	하나	낼게.	청바지	한	벌을	만

드는	데	얼마의	물이	드는지	알아?	

여:		전혀	모르겠어.

남:		단	한	벌을	위해서	10,000리터까지의	물이	필요해.

여: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말이	안	돼.

남:		사실이야.	어쩌면	더	안	좋은	것은	청바지를	염색하는	데	사

용되는	색소가	유독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중	일부는	수로

로	흘러	들어가.

여:		환경에	끔찍한	일인	것	같아.

남: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청바지를	구매하는	것을	줄

여야	할	필요가	있어.	

여:		하지만	청바지는	매우	인기가	있어.

남:		알아,	하지만	우리가	청바지	한	벌을	살	때마다	우리가	환경

에	피해를	주는	거야.

여:		난	비닐봉지가	환경에	나쁘다고	늘	알고	있었는데,	청바지가	

그렇다는	건	몰랐어.

남:		그래서	잘	아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Topic & Situation]	청바지	제작으로	인한	과도한		물	소비	및	환

경오염

[Solution]	남자는	많은	청바지가	걸린	것을	보고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10,000리터까지의	물이	필요함을	여자에게	알려	주면

서	이와	함께	청바지	염색에	사용되는	색소가	환경에도	좋지	않음

을	알려	주고,	많은	청바지의	구매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환경을	위해	많은	

청바지	구매를	줄여야	한다.’이다.

[Words & Phrases]
trivia�(퀴즈�등에서�테스트되는)�일반상식���coloring�색소���dye�염색

하다���toxic�유독성의���waterway�수로���plastic�bag�비닐봉지���

informed�잘�아는,�정보통인,�견문이�넓은

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oney,	what	are	all	these	medicine	bottles	here	for?
M: 		I	cleaned	up	 the	medicine	cabinet.	 I	 though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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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4 관계, 심정, 장소 � 본문�26~31쪽

기출 예제 �③

Exercises �1�②� 2�⑤� 3�⑤� 4�④� 5�③� 6�③

기출 예제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I’m	Ted	Benson.	You	must	be	Ms.	Brown.

W:	 	Hi,	Mr.	Benson.	Thank	you	for	sparing	time	for	this	

interview.	I’ve	wanted	to	meet	you	since	you	won	

the	“Best	Rice	Award.”

M:	 	I’m	honored.	I’m	a	regular	reader	of	your	magazine.	

The	articles	are	very	informative.

W:	 	Thank	 you.	 Can	 you	 tell	 me	 the	 secret	 to	 your	

success?

M:	 	I	 grow	 rice	without	using	any	chemicals	 to	kill	

harmful	insects.	It’s	organic.

W:	How	do	you	do	that?

M:	 I	put	ducks	into	my	fields,	and	they	eat	the	insects.

W:	 	So	that’s	how	you	grew	the	best	rice	in	the	country.	

What	a	great	idea!

M:	 	Yeah,	 that’s	 the	know-how	I’ve	got	 from	my	30	

years	of	farming	life.

W:	 	Well,	 it’s	amazing.	May	I	 take	a	picture	of	you	 in	

front	of	your	rice	fields	for	my	magazine	article?

M:	Go	ahead.

남:	안녕하세요,	저는	Ted	Benson입니다.	Brown	씨이시죠.

여:		안녕하세요,	Benson	씨.	이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

사합니다.	‘최고의	쌀	상’을	수상하신	이후로	뵙고	싶었습니다.

남:		영광입니다.	저는	귀사	잡지의	정기	구독자예요.	기사들이	매

우	유익해요.

여:	감사합니다.	성공	비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		저는	해충을	죽이는	어떤	화학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쌀을	재

배합니다.	유기농이죠.

여: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남:	제	논에	오리들을	넣으면	그들이	해충을	먹습니다.

여:		그래서	그것이	전국에서	최고의	쌀을	재배하신	방법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남:	네,	그것이	제가	30년의	농사	생활에서	얻은	비결이에요.

여:		음,	놀라워요.	제	잡지	기사에	쓰도록	논	앞에서	당신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절한	것은	④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이다.

[Words & Phrases]
medicine�cabinet�약장� � �get� rid�of�~을�처리하다[없애다]���

medication�의약품,�약물���disposal�처리,�처분���dispose�of�~을�

처리하다[없애다]���flush�(변기의)�물을�내리다���a�bunch�of�많은,�다

수의���toilet�변기���end�up�결국�(어떤�처지에)�처하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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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남:		장미	정원	옆에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원들을	확장하셨다고	들었습

니다,	그렇죠?

남:		네.	가장	최근에	생긴	정원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야생화가	있

습니다.	아직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여:		네,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는데,	이곳

은	사진	촬영을	하기에	훌륭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남: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선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원들을	보신	

후에	제가	일하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

겠습니다.

여: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Topic & Situation]	식물원	직원과	관람객의	대화

[Solution]	이	장소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남자는	음식을	먹

어도	되는지	묻는	여자에게	답을	하고,	아프리카	야생화를	볼	것

을	추천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를	묻는	여자에

게	도와줄	테니	관리소에	들르라고	남자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식물원	직원	-	관

람객’이다.

[Words & Phrases]
be�allowed� to�~하도록�허락[허용]되다���anywhere�어디에서

도���expand�확장하다���permission�허가,�허락���management�

office�관리사무소

2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Hello,	Mr.	Young.
M: 	Hello,	Ms.	Franklin.
W: 	How’s	your	business	going?
M: 		Not	so	good	due	to	the	unusually	hot	weather.	Some	

of	 the	vegetables	 in	my	store	have	been	quickly	

going	bad	in	the	heat	and	aren’t	selling	well.
W: 	I’m	sorry	to	hear	that.
M: 		So	I	wish	there	were	a	roof	for	our	outdoor	market	

that	could	block	out	the	sun.
W: 		Well,	as	a	member	of	the	market	management	team,	

I	always	 try	 to	help	you.	The	management	office	

is	going	to	 install	a	roof	 to	cover	 the	aisles	 in	our	

남:	그렇게	하세요.

[Topic & Situation]	 ‘최고의	쌀	상’	수상자와의	인터뷰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준	것에	감

사하다고	말하자	남자는	여자가	만드는	잡지의	정기	구독자라고	

말했으며,	이후에는	남자의	쌀농사	짓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

누면서	끝으로	여자가	잡지	기사에	쓸	사진	촬영을	남자에게	요청

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농부－잡지

기자’이다.

[Words & Phrases]
spare� (시간�등을)�내다,�할애하다���award�상���article�기사,�글���

informative�유익한���chemical�화학�물질���organic�유기농의���

know-how�비결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Excuse	me,	sir.	Are	we	allowed	 to	eat	around	 the	

gardens?
M: 		No,	ma’am.	To	protect	 the	gardens,	we	no	 longer	

allow	people	 to	eat	anywhere	around	the	gardens.	

The	number	of	visitors	has	just	increased	too	much.
W: 	Where	can	I	eat	then?
M: 		There’s	a	picnic	area	next	to	the	rose	garden.	That’s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eat.
W: 		All	right.	By	the	way,	I	heard	that	you	expanded	the	

gardens	last	year,	right?
M: 		Yes.	The	 newest	 garden	 has	 wild	 flowers	 from	

Africa.	Make	sure	you	see	it	if	you	haven’t	yet.
W: 		Okay,	 thank	you.	Actually,	 I	work	 for	 a	 fashion	

magazine,	and	 this	seems	 like	a	great	place	 for	a	

photo	shoot.	Would	that	be	possible?
M: 		Sure.	But	you	need	permission	 first.	After	 seeing	

the	gardens,	stop	by	the	management	office,	where	I	

work.	I’ll	help	you.
W: 	I	will.	Thank	you.
M: 	You’re	welcome.

여:		실례합니다.	정원	주변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나요?

남:			안	됩니다,	부인.	정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는	더	이상	사

람들이	정원	주변	어디에서도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방문객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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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ello,	Mr.	White.	This	is	Julia	Lawrence	from	JJC	

Television	Station.
M: 	Hi,	Ms.	Lawrence.	How	is	everything	going?
W: 		Pretty	good.	We	finally	set	a	date	for	our	shooting.	

It’ll	be	from	April	1st	to	April	15th.
M: 		That	sounds	great.	I’ll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ready,	including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W: 		Thank	you.	As	 I	 told	you,	 ten	people	 including	

my	staff	and	cameramen	will	go	there.	How	is	 the	
weather	there	these	days?

M: 		After	 the	severely	cold	winter,	 it’s	getting	warmer.	

In	April	 it’ll	be	the	perfect	 time	for	you	to	shoot	a	

documentary	about	wild	animals.
W: 		Great.	I	feel	so	relieved	to	have	your	local	guidance	

there.	You’re	so	knowledgeable	about	the	area.
M:	 	It’s	exciting	for	me	to	be	using	my	expertise	in	this	

shoot.
W: 		Thank	you,	Mr.	White.	My	assistant	producer	will	

email	 you	detailed	 information	on	our	 shooting	
schedule	today.

M: 	That	sounds	perfect.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안녕하세요,	White	씨.	JJC	텔레비전	방송국의	Julia	

Lawrence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Lawrence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촬영	날짜를	정했습

니다.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남: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숙소와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스태프와	카메라맨을	포함해서	

10명이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요즘	그곳	날씨가	어떤가요?

남: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

다.	4월이면	야생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기에	

완벽한	시기일	것입니다.

여: 		좋습니다.	선생님의	지역에	대한	안내를	받게	돼서	정말	다행

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서요.	

남: 		이	촬영에	제	전문	지식을	사용하게	되어서	신이	납니다.	

여:		고맙습니다,	White	씨.	제	보조	제작자가	저희	촬영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오늘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남:			아주	좋습니다.

[Topic & Situation]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현지	전문	안내인의	통화

[Solution]	스태프	및	카메라맨들과	함께	야생	동물에	대한	다큐

market	as	soon	as	possible.	
M: 	Oh,	really?	That’s	great!	That’ll	really	help.
W: 		I’m	working	on	some	promotional	events	 to	help	

sellers	in	our	market.
M: 		That’s	a	great	 idea.	 I	 really	appreciate	your	hard	

work	to	make	the	market	a	better	place.
W: 		I’m	glad	to	help	out.	That’s	my	job	for	all	the	sellers	

like	you	at	this	market.

여:	안녕하세요,	Young	씨.

남:	안녕하세요,	Franklin	씨.

여:	장사는	어떻게	돼	가세요?

남: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별로	좋지	않아요.	제	가게의	일부	채

소들은	더위	때문에	금방	상해서	잘	팔리지	않거든요.

여:	그런	말을	들으니	안타까워요.

남:		그래서	저는	우리	노천시장을	위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지

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		음,	시장	관리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항상	당신을	도우려고	노

력해요.	관리사무소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시장	통로를	덮을	

지붕을	설치할	거예요.	

남:	아,	정말이요?	잘됐네요!	그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여:		저는	우리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판촉	행사를	마련

하고	있어요.

남: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	그것이	당신과	같은	이	시

장의	모든	상인들을	위한	저의	일이잖아요.

[Topic & Situation]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상인의	대화

[Solution]	남자는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가게에	있는	채소가	금

방	상하고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장에	지붕이	있으면	좋

겠다고	말했고,	여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장	지붕

을	설치할	것이며,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⑤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	상인’이다.

[Words & Phrases]
due�to�~�때문에���vegetable�채소���go�bad�상하다���block�out�

~을�차단하다���install�설치하다���aisle�통로���promotional�event�

판촉�행사

3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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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루에	50달러입니다.

남:		좋습니다.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차를	여기가	

아니라	보스턴에서	반납할	수	있나요?

여: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반납)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남: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손님의	운전면허증을	봐야	합니다.

남: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로	지불할	수	있나요?

여:		물론입니다.

남:		제	신용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			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제가	가서	손님을	위해서	차를	가

져오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확인해	봐요.	

남:		네.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승용차	대여하기

[Solution]	남자가	오토매틱	승용차가	3일	동안	필요하다고	말하

고	나서,	대여료와	자동차	반납	장소에	관해	묻자,	여자가	금액을	

알려	주고	반납	장소가	달라도	된다고	알려	주었으며,	남자의	운

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가져올	테니	그것을	같이	확인해	

보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

은	④	‘렌터카	업체	직원	-	고객’이다.

[Words & Phrases]
particular�특별한���sedan�세단형�자동차���automatic�오토매

틱[자동�변속기]�자동차���available�이용�가능한���return�반납하다��

location�장소���extra�charge�추가�요금���pull�up�~을�가져오다

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W: 	Hello?
M: 		Hello,	this	is	Officer	Jon	Taylor	from	the	Philadelphia	

Police	Station.	Can	I	talk	to	Jason	Steven?
W: 	Jason	isn’t	at	home,	but	this	is	his	mother.
M: 		Oh,	hello,	ma’am.	Maybe	your	 son	 told	you,	but	

last	month	he	dropped	off	a	briefcase	at	 the	police	

station	that	he	had	found	on	the	street.	The	owner	

wanted	to	repay	Jason’s	kindness,	but	Jason	refused.
W: 	Yes,	he	told	me	about	that.
M: 		Actually,	we	decided	to	select	Jason	as	the	winner	of	

the	Good	Citizen	of	the	Month	Award.
W: 	Really?	I	can’t	believe	it!	Thank	you!
M: 		His	behavior	perfectly	demonstrates	 the	 type	of	

outstanding	citizens	we	want	in	the	community.	So	

멘터리를	촬영하러	가는	여자를	위해	현지의	전문	지식을	갖춘	남

자가	숙박	시설과	교통수단을	준비할	예정이며,	여자가	미리	고마

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

낸	것은	⑤	‘현지	전문	안내인	-	다큐멘터리	제작자’이다.

[Words & Phrases]
set�a�date�날짜를�정하다���shooting�촬영���accommodation�숙소���

severely�혹독하게,�심하게���guidance�안내���knowledgeable�

많이�아는���expertise�전문�지식���detailed�상세한

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Good	morning,	sir.	May	I	help	you?
M: 			Yes.	I	saw	your	ad	that	said	you	have	many	kinds	of	

cars.	
W: 			Sure.	Do	you	have	any	particular	model	in	mind?
M: 			Something	small,	 like	a	sedan.	And	an	automatic.	I	

need	one	for	3	days.
W: 	Okay.	These	are	the	ones	we	have	available	now.
M: 	Let’s	see.	How	much	is	it	for	this	car?
W: 	It’s	$50	a	day.
M: 		Okay.	I’ll	take	it.	And	can	I	return	the	car	in	Boston,	

not	here?
W: 		Yes,	you	can.	We	have	a	location	there.	And	there’s	

no	extra	charge.
M: 	Great.	Thanks.
W: 		You’re	welcome.	 I	 just	need	 to	 see	your	driver’s	

license.
M: 	Here	you	are.	And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W: 	Sure.
M: 	Here	is	my	credit	card.
W: 			Okay.	Sign	here.	I’ll	go	pull	up	the	car	for	you.	Let’s	

check	it	together.	
M: 	Yes.	Thank	you.

여:		좋은	아침입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남:		네.	귀사가	많은	종류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광고를	

봤어요.

여:		물론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모델이	있으세요?

남:		세단과	같은	소형차요.	그리고	오토매틱	승용차로요.	3일	동

안	한	대가	필요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남:		어디	봅시다.	이	차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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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my	wallet	last	week	with	my	card	in	it.
W: 	That’s	too	bad.	Where	did	you	lose	it?
M: 			Somewhere	 at	 the	 amusement	park,	 but	 I	 never	

found	it.	By	the	way,	why	are	you	here?
W: 	I	came	to	check	out	some	books	for	writing	a	report.
M: 	What	is	your	report	about?
W: 		It’s	abou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lants.	It’s	

due	next	week,	but	I’m	just	starting	now.
M: 	Oh,	my!	You	didn’t	leave	yourself	much	time.
W: 		I	know.	I’ll	be	spending	a	lot	of	time	in	the	reading	

room	on	this	floor	working	on	my	report	this	week.
M: 		I	hope	you’ll	finish	your	report	 in	 time.	Well,	 I’ve	

got	 to	get	going.	 I	have	 to	go	 to	 the	dentist.	My	

appointment’s	in	15	minutes.
W: 	Okay.	See	you	later.

여:		James,	여기서	뭐	하니?

남:		이봐,	Sarah.	새	카드를	받으려고	잠깐	들렀을	뿐이야.	카드

가	들어	있는	지갑을	지난주에	잃어버렸거든.

여:		그거	너무	안됐다.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니?

남:		놀이공원	어디에선가,	하지만	그것을	결코	찾지	못했어.	그런

데	여기는	웬일이니?

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대출하려고	왔어.

남:		네	보고서는	무엇에	관한	거니?

여:		그것은	식물들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거야.	다음	주까지	제출

해야	해,	하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해.	

남:		아이고,	저런!	너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구나.

여:			알고	있어.	나는	이번	주에	이	층의	열람실에서	보고서	작업

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남:		제시간에	네	보고서를	끝내기를	바랄게.	음,	가	봐야만	해.	치

과에	가야	하거든.	내	예약이	15분	후에	있어.

여:		알겠어.	나중에	보자.

[Topic & Situation]	보고서	작성을	위한	도서	대출

[Solution]	남자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새	카드를	받으려고	들렀

다고	하면서	여자에게	남자가	있는	곳에	온	이유를	묻자,	여자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빌리려고	왔으며,	보고서	작성	

때문에	이	층의	열람실에서	이번	주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

한	곳은	③	‘도서관’이다.

[Words & Phrases]
stop�by�잠깐�들르다���wallet�지갑���amusement�park�놀이공원���

check�out�~을�대출하다���geographical�지리적인��distribution�

분포���reading�room�열람실���dentist�치과의사���appointment�

예약,�약속

I’d	 like	 to	 invite	your	 family	 to	participate	 in	 the	

award	ceremony	at	10	a.m.	next	Friday.
W: 	Okay,	we’ll	be	there.
M: 	Great.	It’ll	be	on	the	1st	floor	of	the	station.
W: 		Okay.	Thank	you,	Officer.	 I’ll	 let	Jason	know	this	

good	news	right	away.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Philadelphia	경찰서의	Jon	Taylor	경찰

관입니다.	Jason	Steven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		Jason은	집에	없는데,	제가	엄마입니다.

남:		아,	안녕하세요,	부인.	아드님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

난달에	아드님이	길에서	발견한	서류	가방을	경찰서에	가져

다주었습니다.	주인이	Jason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	했지만	

Jason이	거절했었습니다.

여:		네,	그	애가	저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		실은	저희가	Jason을	이달의	훌륭한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하

기로	했습니다.

여:		정말요?	믿겨지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남:			그	아이의	행동은	우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원하는	훌륭한	시

민의	유형을	완벽하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금

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시상식에	부인의	가족이	참여하실	것

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남:		좋습니다.	시상식은	경찰서	1층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경찰관님.	제가	Jason에게	이	좋은	

소식을	바로	알리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이달의	훌륭한	시민상을	받게	된	아들

[Solution]	여자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서류	가방을	찾

아주는	훌륭한	행동을	해서	경찰서로부터	훌륭한	시민상	수상자

로	뽑혀	가족과	함께	시상식에	초대되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여

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기쁜’이다.

①	겁먹은		②	질투하는		④	안도하는		⑤	좌절감을	느끼는

[Words & Phrases]
drop�off�~을�가져다주다���briefcase�서류�가방���demonstrate�

보여�주다���outstanding�훌륭한,�뛰어난���citizen�시민���award�

ceremony�시상식

6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James,	what	are	you	doing	here?
M: 		Hey,	Sarah.	I	just	stopped	by	to	get	a	new	card.	I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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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남:	그러네요.	그에게	이	사진을	보여	주자고요.

[Topic & Situation]	Peter를	위한	방	꾸미기

[Solution]	남자가	구석에	장난감	말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곰	인형이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checkered�pattern�체크무늬�� �comfortable�안락한,�편한���

bookcase�책장���make�sense�일리가�있다,�의미가�통하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Welcome	back	home,	honey.
M: 		Thanks.	It’s	nice	to	be	back	from	that	long	business	

trip.	Wow,	you	rearranged	the	living	room.
W: 		Yes.	I	replaced	the	curtains	with	blinds.	Do	you	like	

them?
M: 		They’re	much	better.	 I	 think	blinds	were	a	good	

choice.	They	are	easier	to	clean	than	curtains.
W: 		Right.	What	 do	 you	 think	 of	 the	 picture	 hung	

between	 the	 windows?	 I	 got	 our	 recent	 family	

picture	framed.	
M: 	Perfect.	And	you	got	two	new	cushions	for	the	sofa.	
W: 		Yes.	The	children	really	 like	 them	because	they’re		

heart-shaped.	Did	you	notice	 the	plant	beside	 the	

lamp?	
M: 		Oh,	I	 like	 it.	 I	heard	houseplants	are	good	for	our	

health.		
W: 	Yeah.	I’d	like	to	get	more	later.		
M: 		That’d	be	nice.	And	I	like	the	new	striped	rug	on	the	

floor.	Where	did	you	get	it?
W: 	At	the	home	goods	store	in	the	mall.	It	was	50%	off.
M: 	Great	deal!	I	love	what	you’ve	done,	honey.
W: 	Thanks.

여: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여보.

남:		고마워요.	그	긴	출장에서	돌아오니	좋네요.	와,	거실을	재배

치했군요.

여:		네.	커튼을	블라인드로	교체했어요.	그것들이	마음에	드세요?

남:		그것들이	훨씬	더	좋네요.	블라인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

각해요.	그것들이	커튼보다	청소하기에	더	쉬워요.	

05 그림 내용 일치 � 본문�32~37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⑤� 2�④� 3�③� 4�④� 5�④� 6�④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M:	 	Aunt	Mary	sent	me	a	picture.	She’s	already	set	up	a	

room	for	Peter.

W:	 	Wow!	She’s	excited	for	him	to	stay	during	the	winter	

vacation,	isn’t	she?

M:	 	Yes,	 she	 is.	 I	 like	 the	blanket	with	 the	checkered	

pattern	on	the	bed.

W:	 	I’m	sure	 it	must	be	very	warm.	Look	at	 the	chair	

below	the	window.

M:	 It	looks	comfortable.	He	could	sit	there	and	read.

W:	 	Right.	 I	 guess	 that’s	 why	Aunt	 Mary	 put	 the	

bookcase	next	to	it.

M:	 	That	makes	sense.	Oh,	 there’s	a	 toy	horse	 in	 the	

corner.

W:	 It	looks	real.	I	think	it’s	a	gift	for	Peter.

M:	 	Yeah,	I	remember	she	mentioned	it.	And	do	you	see	

the	round	mirror	on	the	wall?

W:	 It’s	nice.	It	looks	like	the	one	Peter	has	here	at	home.

M:	 It	does.	Let’s	show	him	this	picture.

여: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보?

남:		Mary	아주머니가	내게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분은	벌

써	Peter를	위한	방을	꾸미셨어요.

여:		와!	그분은	그가	겨울	방학	동안	머무는	것에	들떠	계시네요,	

그렇지	않나요?

남:	네,	그래요.	침대	위의	체크무늬	담요가	맘에	드네요.

여:	분명히	아주	따뜻할	거예요.	창문	아래	의자를	보세요.

남:	안락해	보여요.	그는	그곳에	앉아	독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		맞아요.	그것이	Mary	아주머니가	그것	옆에	책장을	놓은	이

유인	것	같아요.

남:	일리가	있네요.	오,	구석에	장난감	말이	있어요.

여: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Peter를	위한	선물인	것	같네요.

남:		그래요,	그녀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리

고	벽에	있는	둥근	거울이	보이나요?

여:	좋아요.	Peter가	여기	집에서	쓰는	것과	같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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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 	Yes,	I	do	want	that.	I’ll	take	one.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있어요.	그것은	제	아들에게	줄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에요.

남: 		그렇군요.	저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

다.	이	원뿔	모양의	것은	할인	중입니다.

여: 		제	아들이	멋진	것을	원한다고	특별히	말했어요.	그는	원뿔형

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남: 	이	더	현대적인	디자인의	것들	중	하나는	어떠세요?

여: 		그것들	중	하나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육면체	모양의	것이	마

음에	듭니다.	그것에는	케이스가	있지만,	손목	끈은	있나요?

남: 		아니,	없습니다.	하지만	손목	끈이	있는	똑같은	정육면체	모

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케이스가	딸려	있지	않습니다.		

여: 		좋아요,	생각	좀	해	볼게요.	음.	아,	저기	저	스피커를	보여	줄	

수	있나요?

남: 	피라미드	모양의	스피커요?

여: 	네.	디자인이	독특하고	그것은	케이스가	있네요.	

남: 		실은,	이	모델은	케이스와	손목	끈이	모두	딸려	있습니다.

여: 	네,	정말로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를	살게요.	

[Topic & Situation]	블루투스	스피커	구매

[Solution]	여자는	아들에게	선물로	줄	블루투스	스피커로	손목	

끈이	있고,	피라미드	모양이면서,	케이스가	있는	것을	선택했으므

로,	여자가	구매할	블루투스	스피커는	④이다.

[Words & Phrases]
graduation�졸업���present�선물���shape�모양���cone-shaped��

원뿔�모양의��cube-shaped�정육면체�모양의���wrist�strap�손목�끈���

come�with�~이�딸려�있다���pyramid-shaped�피라미드�모양의���

unique�독특한

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Mom,	here’s	the	poster	I	painted	for	my	homework.	

What	do	you	think?
W: 		It’s	great!	 Is	 it	 for	World	Environment	Day	next	

week?
M: 		Yeah.	Each	 student	 has	 to	make	 a	 poster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We’re	going	to	hang	the	

posters	around	the	school.
W: 		Neat!	I	like	the	heart-shaped	earth	you	painted	in	the	

top	left	corner.
M: 		It	shows	we	need	to	love	the	earth.	And	I	put	“SAVE	

THE	EARTH”	under	the	earth.

여:		맞아요.	창문	사이에	걸린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최근에	찍은	우리	가족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남: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소파에	놓을	새	쿠션	두	개를	구입했군요.	

여:		네.	아이들이	그것이	하트	모양이어서	그것들을	정말	좋아해

요.	램프	옆의	식물을	봤어요?

남:		네,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실내용	화초가	우리	건강에	좋다

고	들었어요.	

여:	네.	나중에	더	사고	싶어요.	

남:			그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의	줄무늬	모양의	새	러그가	

마음에	들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여:		쇼핑몰의	가정용품	가게에서요.	50%	할인이었어요.

남:		잘했어요!	당신이	한	것이	마음에	들어요,	여보.

여:		고마워요.

[Topic & Situation]	거실	재배치

[Solution]	대화에서	남자가	바닥의	줄무늬	모양의	새	러그가	마

음에	든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별들이	그려진	러그이므로,	대화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 Phrases]
business�trip�출장���rearrange�재배치하다,�재정리하다���replace�

교체하다���frame�액자에�넣다���cushion�쿠션���houseplant�실내용�

화초���striped�줄무늬의���rug�러그,�깔개���home�goods�가정용품

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ello.	May	I	help	you?
W: 		Yes.	I’m	looking	for	a	Bluetooth	speaker.	It’s	a	high	

school	graduation	present	for	my	son.
M: 		All	 right.	We	have	speakers	 in	many	shapes.	This	

cone-shaped	one	is	on	sale.	
W: 		My	son	specifically	said	he	wanted	something	cool.	

He	wouldn’t	like	a	cone.
M: 	How	about	one	of	these	more	modern	designs?
W: 		One	of	those	might	work.	This	cube-shaped	one	is	

nice.	It	has	a	case,	but	does	it	have	a	wrist	strap?
M: 		No,	 it	doesn’t.	But	we	have	 the	same	cube	model	

with	a	wrist	strap.	It	just	doesn’t	come	with	a	case.	
W: 		Okay,	let	me	think.	Hmm.	Oh,	could	you	show	me	

that	speaker	over	there?	
M: 	The	pyramid-shaped	speaker?	
W: 	Yeah.	The	design	is	unique	and	it	has	a	case.
M: 		Actually,	 this	model	comes	with	both	a	case	and	a	

wrist	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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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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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Mom,	I’m	home!	I	finished	moving	into	the	dorms.

W: 		Oh,	good!	How’s	your	dorm	room?	Did	you	take	a	

picture	of	it?

M: 	Yeah,	here	take	a	look.

W: 	Oh,	you	hung	your	drawing	under	the	clock.

M: 		Yes,	the	desk	just	below	it	is	mine.	And	look!	Here’s	

the	lamp	you	bought	me	on	my	desk.

W: 		That’s	nice.	You	have	two	windows	so	you’ll	get	a	

lot	of	sunlight.

M: 		Yeah,	and	my	roommate	put	a	houseplant	between	

them.

W: 	That’s	a	nice	touch.	Just	don’t	forget	to	water	it!

M: 		My	roommate	and	I	joked	about	that!	The	desk	next	

to	the	coat	rack	is	his.

W: 		It	looks	like	he	really	likes	to	read.	His	bookshelf	is	

full	of	books.

M: 		Yeah.	And	he	said	anytime	I	want	 to	 read	 them	I	

can.

W: 		He	sounds	really	nice.	Did	he	bring	this	round	rug	

between	the	desks?

M: 		No,	 I	did.	My	friends	gave	 it	 to	me	as	a	move-in	

present.

W: 	That’s	nice	of	them.	Your	room	looks	great.

남:		엄마,	저	왔어요!	기숙사로	이사를	끝냈어요.

여:		아,	잘했구나!	기숙사	네	방은	어떠니?	사진을	찍어	왔니?

남:		네,	여기	보세요.

여:		아,	시계	아래에	네	그림을	걸었구나.

남:			네,	그	바로	아래	책상이	제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엄마가	

저에게	사	주신	등을	제	책상	위에	두었어요.

여:		멋지구나.	두	개의	창문이	있어서	많은	햇빛이	들어오겠구나.

남:		네,	그래서	제	룸메이트가	그	사이에	화초를	놓았어요.

여:		멋진	솜씨구나.	그저	그것에	물	주는	것	잊지	마!

남:		룸메이트와	제가	그것에	관한	농담을	했어요!	코트	걸이	옆에	

있는	책상이	그의	것이에요.

여:			그	아이는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	아이의	책꽂

이가	책으로	꽉	차	있어.

남:		네.	그리고	제가	저	책들을	읽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읽으라

고	말했어요.

여:		그	아이는	정말	멋지구나.	책상	사이에	있는	이	둥근	러그는	

그	아이가	가져온	거니?

W: 	That’s	a	good	idea.	It’s	almost	like	a	smile.
M: 		What	do	you	think	of	the	triangular	flag	with	a	bird	

on	it?
W: 	It’s	really	cool.	You’re	so	creative.
M: 	Thanks.
W: 		And	I	 think	it’s	really	great	how	you	put	recycling	

symbols	in	the	two	bicycle	wheels.
M: 		I	 thought	 they’d	look	good	there.	And	I	wanted	to	

emphasize	recycling.
W: 	The	bicycle	basket	is	full	of	flowers.	I	like	them.	
M: 	I’m	glad	you	like	my	work!	Thanks,	Mom.	

남:		엄마,	여기	제가	숙제로	그린	포스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멋지구나!	그것은	다음	주	세계	환경의	날을	위한	거니?

남: 		네.	학생들은	각자	환경보호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어야	해요.	

저희들은	포스터들을	학교	여기저기에	걸어둘	거예요.	

여:		좋구나!	네가	왼쪽	위	구석에	그린	하트	모양의	지구가	마음

에	드는구나.

남:		그것은	우리가	지구를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밑에	“SAVE	THE	EARTH”를	

넣었어요.

여: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은	거의	미소	같구나.

남:		바탕에	새가	그려진	삼각형	깃발은	어때요?

여:		그거	정말	멋져.	너는	아주	창의적이구나.

남:		고마워요.

여:			그리고	자전거	바퀴	두	개에	재활용	상징을	넣은	것이	정말	

훌륭하구나.

남:			그것들이	거기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재활용

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		자전거	바구니에	꽃들이	가득하구나.	그것들이	마음에	드는

구나.

남:		엄마가	제	작품을	좋아하시니	기뻐요!	고마워요,	엄마.	

[Topic & Situation]	세계	환경의	날	포스터

[Solution]	대화에서	남자가	삼각형	깃발이라고	말했는데,	그림

에서는	사각형	깃발이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③이다.

[Words & Phrases]
poster�포스터���environmental�환경의���protection�보호���neat�

훌륭한,�멋진���triangular�삼각형의���creative�창의적인,�독창적인���

symbol�상징,�부호���emphasize�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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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	알겠어요.	그리고	절벽	맨	아래	있는	저	정사각형	바위들

은	독특해요.	대부분의	바위는	둥글잖아요.

여: 	그렇구나.	정말	특이하구나.	

남: 	등대	주변에	있는	저	배를	우리가	탈	수	있어요?

여:		잘	모르겠는데,	거기	도착하면	물어보자.

남:		네.	가요!

[Topic & Situation]	U자	모양의	보도	주변	전경

[Solution]	절벽	맨	아래	정사각형	바위들이	있다고	했으나	그림

에는	둥근	바위가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walkway�보도,�통로���deck�데크(마루처럼�달아내어�앉아서�쉴�수�있

게�만들어�놓은�곳)���railroad�track�철로���cliff�절벽���lighthouse�

등대

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Ms.	Robinson,	I	 finished	setting	up	the	 tables	and	

chairs	outside.
W: 		Great,	thanks.	Now	we	just	need	to	figure	out	where	

to	put	the	coffee	mug	sculpture.
M: 	How	about	putting	it	next	to	the	entrance	sign?
W: 	That’s	where	we’re	going	to	set	out	the	menu.
M: 	Oh	yeah,	that’s	right.	You	told	me	that	earlier.
W: 		What	 do	 you	 think	 about	 putting	 the	 sculpture	

between	the	ordering	counter	and	the	stairs?
M: 		It’d	look	good	there,	but	I	 think	it’d	be	in	the	way	

because	that’s	where	a	lot	of	customers	are	going	to	

be	waiting	for	their	drinks.
W: 		Good	point.	Then	how	about	next	to	the	tree?
M: 		But	a	lot	of	people	use	those	stairs.	It’d	just	get	 in	

the	way	there,	too.
W: 	Then	how	about	under	the	clock?
M: 	You	mean	next	to	the	flower	bed?
W: 	Yeah.	I	think	it’d	look	good	there.
M: 		I	agree.	Let’s	put	 it	 there.	And	it’d	be	nice	to	have	

something	around	the	fountain.
W: 	Yeah.	I’ll	put	a	big	planter	next	to	the	fountain.

남:		Robinson	씨,	밖에	탁자와	의자를	놓는	것을	다	끝냈어요.

여:			좋아요,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커피잔	조각상을	어디에	놓을

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남:		입구	표지	옆에	그것을	두는	것은	어때요?

남:		아니요,	제가	가져왔어요.	제	친구들이	이사	선물로	저에게	

주었어요.

여:		멋진	아이들이구나.	네	방이	좋아	보이는구나.

[Topic & Situation]	학교	기숙사	방	모습

[Solution]	룸메이트의	책꽂이가	책으로	꽉	차	있다고	했으나	그

림에는	책이	한	권도	없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move�into�~로�이사하다���dorm�기숙사(�=�dormitory)���houseplant�

(실내용의)�화초���coat�rack�코트�걸이���bookshelf�책꽂이���move-in�

이사

5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Mom,	come	here	and	look	at	this	view!
W: 		Wow!	It’s	wonderful!	See	the	U-shaped	walkway?	

That’s	where	we’re	going	to	stop	next.
M: 	Oh	cool!
W: 	Yeah.	We’ll	be	able	to	walk	over	the	water.
M: 		That’ll	be	fun.	I	also	want	to	go	on	that	deck	under	

the	walkway.
W: 	Okay.	We’ll	do	that	too.
M: 		Why	are	there	railroad	tracks	leading	to	the	entrance	

of	the	walkway?
W: 		There	used	to	be	trains.	But	now	the	tracks	are	just	a	

path	for	people.
M: 		Oh,	I	see.	And	those	square	rocks	at	 the	bottom	of		

the	cliff	are	unique.	Most	rocks	are	round.	
W: 		Right.	They’re	really	unusual.	
M: 	Can	we	go	on	that	boat	near	the	lighthouse?
W: 	I’m	not	sure,	but	we	can	ask	when	we	get	there.
M: 	Okay.	Let’s	go!

남:		엄마,	여기	와서	이	경관을	보세요!

여:		와!	멋지구나!	U자	모양의	보도	보이니?	우리가	다음에	들를	

곳이야.

남:		와	멋져요!

여:		그래.	물	위를	걸어	볼	수	있을	거야.

남: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	보도	아래	저	데크에도	가	보고	싶어요.

여:		그래.	그것도	해	보자.

남:		보도	입구로	이어지는	철로는	왜	있는	거예요?

여: 		기차가	다녔었단다.	하지만	지금	철로는	그저	사람들을	위한	

산책로지.	

22��EBS�수능특강�영어듣기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22 2020. 1. 3.   오전 11:37



Part  Ⅰ
 유

형
편

06 할 일, 부탁한 일 � 본문�38~43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⑤� 2�①� 3�①� 4�⑤� 5�①� 6�⑤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Good	morning,	Jane.

W:	 	Good	morning,	Mr.	Smith.

M:	 	Thanks	 for	 volunteering	 to	 work	 at	 our	 senior	

citizen’s	center	again.

W:	 	I’m	happy	to	help.	And	I	brought	some	snacks	for	

the	elderly.

M:	 		How	considerate	of	you!	Last	 time	you	donated	

some	books.	Everyone	really	enjoyed	reading	them.

W:	 		It	was	my	pleasure.	So,	what	am	I	supposed	to	do	

today?	Should	I	prepare	lunch	like	I	did	before?

M:	 	There	are	some	other	volunteers	 today,	and	they’ll	

do	that	work.

W:	 	Good.	Then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M:	 	Well,	you	could	do	the	dishes	or	clean	the	laundry	

room.

W:	 	I’m	good	at	washing	dishes.	So	I’ll	do	that.

M:	 	Great.	We’ll	have	someone	else	clean	 the	 laundry	

room.

남:	좋은	아침이에요,	Jane.

여:	좋은	아침이에요,	Smith	씨.

남:		우리	노인	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다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여:		도움을	드려서	기뻐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	간식을	

조금	가져왔어요.

남:			정말	사려	깊으시군요!	지난번에는	책을	기증하셨잖아요.	모

든	이가	정말	그것들을	즐겁게	읽었어요.

여:			저	역시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요?	전에	했던	것처럼	점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		오늘은	다른	봉사자	몇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할	

거예요.

여: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하시나요?

남:		음,	설거지를	하거나	세탁실	청소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		제가	설거지를	잘해요.	그러니	그것을	할게요.

남: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세탁실	청소를	시킬게요.

여:		거기는	메뉴를	내놓을	거예요.

남:		아	네,	맞아요.	당신이	저에게	전에	그것을	말했어요.

여:			주문하는	계산대와	계단	사이에	그	조각상을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남:		거기도	좋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곳이	많은	고객이	음료

를	기다리는	곳이라서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여: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면	나무	옆은	어때요?

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계단을	이용해요.	거기도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여:		그러면	시계	아래는	어때요?

남:		화단	옆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		네.	그곳에	있으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남:		동의해요.	거기에	놓죠.	그리고	분수대	주변으로	무언가	있으

면	좋을	것	같아요.

여:		네.	제가	분수대	옆에	큰	화분을	가져다	놓을게요.

[Topic & Situation]	야외	카페

[Solution]	여자가	시계	아래를	제안하자	남자가	화단	옆을	의미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두	사람이	조각상을	거기에	놓자고	했으므

로,	두	사람이	커피잔	조각상을	두기로	한	곳은	④이다.

[Words & Phrases]
sculpture�조각상,�조각품���set�out�~을�내놓다[진열하다]���stair�계단���

be[get]�in�the�way�방해가�되다���flower�bed�화단���fountain�

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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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럼	그	책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불할	수	있나요?

여: 		물론입니다.	책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남:	 	그럼요.	[잠시	후]	여기	있어요.

여:	 	감사합니다.	[타자	치는	소리]	분실한	책이	True to Our 

Feelings인가요?

남:	 		네.

여:	 	알겠습니다.	책의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남:	 		네,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대출	도서	분실

[Solution]	대출한	도서를	분실해서	같은	책을	구입하려	했으나	

품절된	상태라	도서관에	온	남자가	상황을	사서인	여자에게	말하

자,	여자는	해당하는	책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고	그	책의	가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분실	도서	가격	확인하기’이다.

[Words & Phrases]
lost�분실된,�잃어버린���unfortunately�유감스럽게도,�불행하게도���out�

of�stock�품절된���library�card�(도서관의)�대출�카드

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Sophia,	we	have	a	problem	with	our	school	trip	next	

week.
W:	 	What	do	you	mean,	Brian?
M:	 	It’s	supposed	to	rain	all	next	week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W:	 	Oh,	no.	And	it’s	too	late	to	change	the	date.
M:	 	Right.	That’s	 too	bad	because	I	know	the	students	

have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going	 to	 the	

S&J	Amusement	Park.
W:	 	I	know,	but	I	think	we	have	to	change	the	place.
M:	 	Do	you	have	any	place	in	mind?
W: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of	Modern	Art	

instead?
M:	 	That’s	a	good	idea,	but	 it’s	 too	small	for	all	of	our	

students.	Oh,	I’ve	got	an	idea!	How	about	the	Play	

K-Pop	theme	park?	Actually,	it’s	the	second	favorite	

place	our	students	want	to	visit.
W:	 	Perfect.	The	students	will	love	that	place.

[Topic & Situation]	노인	센터에서의	봉사활동

[Solution]	노인	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여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자,	남자가	설거지나	세탁실	청소를	하면	좋

겠다고	했고,	여자가	자신은	설거지를	잘하니	그것을	하겠다고	말

했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설거지하기’

이다.

[Words & Phrases]
the�elderly�어르신들���considerate�사려�깊은���donate�기증하다,�

기부하다���do�the�dishes�설거지를�하다���laundry�room�세탁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Excuse	me.
W: 	Yes.	How	can	I	help	you?
M: 		I	 lost	a	book	 that	 I	checked	out	and	 I’m	not	sure	

what	to	do.
W: 		Okay.	You	may	buy	a	copy	of	the	same	book	for	the	

library	or	pay	the	cost	of	the	lost	book.
M: 		I	 tried	 to	buy	one	at	 the	bookstore	downtown,	but	

unfortunately	it’s	out	of	stock	right	now.
W: 		Then	you	can	just	pay	the	cost	of	the	book.
M:	Okay.	Can	I	pay	it	now?
W:	 		Sure.	I	need	to	check	the	price	of	 the	book.	May	I	

see	your	library	card,	please?
M: 		Of	course.	[Pause]	Here	it	is.
W: 		Thanks.	[Typing sound]	Is	the	lost	book	True to Our 

Feelings?
M: 		Yes.
W: 		All	 right.	 I’ll	check	 the	price	of	 the	book.	Wait	a	

moment,	please.
M: 		Okay,	thanks.

남:	 		실례합니다.

여: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대출한	책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것과	같은	책을	사거나	분실된	책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남:	 	시내	서점에서	한	권을	사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품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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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d	like	to,	but	I	thought	you	were	going	with	Jack.
M:	 	I	was	supposed	to,	but	unfortunately	he	sprained	his	

ankle	while	playing	soccer	yesterday	and	needs	to	
just	stay	home.

W:	 	That’s	too	bad.	I	wish	I	could	go	to	the	musical	with	
you,	but	I’m	afraid	I	can’t.

M:	 	Why?	What	do	you	have	to	do	this	afternoon?
W:	 	I	need	to	take	my	grandma	to	the	airport,	and	go	to	

a	watch	repair	shop	to	have	my	watch	with	broken	
glass	fixed.

M:	 	Oh,	I	think	I	can	go	to	the	repair	shop	for	you.
W:	 	Really?	That’d	save	me	some	time.
M:	 	No	problem.	Just	give	me	your	watch,	and	tell	me	

where	the	shop	is	located.
W:	 	Okay,	 thanks	a	 lot.	 I	 think	I	can	go	to	 the	musical	

with	you	then.

남:	Angela,	오늘	오후에	수업	있니?

여:	아니,	없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	왜?

남:		나와	함께	뮤지컬	Hero를	보러	가고	싶은지를	알아보려고	

했어.

여:		그러고	싶지,	하지만	난	네가	Jack과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

는데.

남: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가	어제	축구

를	하다가	발목을	삐어서	집에	있어야	해.

여:		안됐구나.	내가	너와	함께	그	뮤지컬을	보러	가면	좋겠는데,	

그럴	순	없을	것	같아.

남:		왜?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데?

여:		할머니를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유리가	파손된	내	시계를	수

리하러	시계	수리점에	가야	해.

남:		아,	내가	네	대신	수리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		정말?	그러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지.

남:		그래.	네	시계를	내게	주고	수리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말해	줘.

여:		좋아.	정말	고마워.	그럼	너와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Topic & Situation]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가기	위해	일	도와주기

[Solution]	여자가	오후에	할머니를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유리

가	파손된	자신의	시계를	수리하러	시계	수리점에	가야	한다고	말

하자	남자는	자신이	대신	수리점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계	수

리점	가기’이다.

[Words & Phrases]
sprain�삐다���save�아끼다,�절약하다���located�위치한

M:	 	Then,	can	you	call	a	teachers’	meeting	to	discuss	the	

change	of	our	school	trip?	I’ll	see	if	we	can	reserve	

tickets	to	the	park.	
W: 	Okay,	I	will.

남:		Sophia,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학교	소풍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		무슨	말씀이세요,	Brian?

남:		일기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내내	비가	올	것이	예상돼요.

여:		아니,	이런.	그리고	날짜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남:			맞아요.	학생들이	S&J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정말로	고대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여:		알아요,	하지만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라도	있나요?

여:		대신에	현대	미술관을	가는	것은	어때요?

남: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학생들	모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

아요.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Play	K-Pop	테마	파크는	어

때요?	사실,	그곳은	우리	학생들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두	번

째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		완벽해요.	학생들이	그곳을	좋아할	거예요.

남:		그럼	학교	소풍	계획의	변경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교사	회의

를	소집해	주시겠어요?	전	그	파크	입장권을	예약할	수	있는

지	알아볼게요.

여: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Topic & Situation]	우천으로	인한	학교	소풍	장소	변경

[Solution]	학교	소풍을	계획한	날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접한	

남자와	여자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화로	남자는	여자에게	

교사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

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교사	회의	소집하기’이다.

②	현대	미술관에	문의하기

③	학생들에게	수정된	학교	소풍	계획	말해	주기

④	S&J	놀이공원	방문	취소하기

⑤	Play	K-Pop	테마	파크	표	예매하기	

[Words & Phrases]
be�supposed�to�~일�것으로�예상되다���according�to�~에�따르면���

weather�forecast�일기�예보��� look�forward�to�~을�고대하다���

call�소집하다���reserve�예약하다

3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Angela,	do	you	have	any	classes	this	afternoon?
W:	No,	I	don’t,	but	I	have	a	few	things	to	do.	Why?
M:	 	I	was	going	to	see	if	you’d	like	to	go	to	the	musical	

Hero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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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주문한	케이크	찾아오기’이다.

[Words & Phrases]
anniversary�기념일���decorate�장식하다���realize�깨닫다���order�

주문하다���totally�완전히

5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Liz,	 the	dance	club	audition	is	 tomorrow	morning.	

Do	you	know	how	many	applicants	there	are?
W:	 	Yeah.	 I	 checked	 the	 club’s	 blog.	There	 are	 15	

applicants.	Here’s	the	list.
M:	 	Oh,	 that’s	more	 than	I	expected.	Our	promotional	

posters	must	have	worked!
W:	 	Yeah,	 I	 guess	 so.	Have	you	confirmed	with	Mr.	

Wilkins	that	he’s	going	to	judge	the	audition?
M:	 	Yes,	 I	 just	 talked	 to	him.	The	music	 files	 for	 the	

audition	are	ready,	right?
W:	 	Sure.	I’ve	downloaded	them	onto	the	computer	this	

morning.
M:	 	Great.	Oh,	what	 about	 speakers?	Remember	we	

were	going	 to	 try	 to	 find	 some	 louder	ones	 than	

ours?
W:	 	Yeah.	 I	 asked	 the	music	 teacher	yesterday	 if	we	

could	borrow	some	speakers	and	she	said	yes.	I’ll	go	

get	them	now.
M:	 	Great.	I’ll	go	check	the	video	camera	to	record	the	

auditions.
W:	 	Okay.	See	you	in	a	while.

남:		Liz,	댄스	동아리	오디션이	내일	아침이야.	지원자가	몇	명인

지	아니?

여:		응.	동아리의	블로그를	확인해	봤어.	지원자가	15명이야.	여

기	명단이	있어.	

남:		오,	그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네.	우리	홍보	포스터가	

효과가	있었나	봐!

여:		응,	그런	것	같아.	Wilkins	선생님께	오디션을	심사하실	거

라는	건	확인했어?

남:		응,	방금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오디션을	위한	음악	파일은	

준비됐지,	맞지?

여:		물론이야.	오늘	아침에	그것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했어.

남:		좋아.	참,	스피커는	어때?	우리	것보다	소리가	더	큰	걸	좀	찾

아보려고	했던	거	기억해?

여:		응.	어제	음악	선생님께	스피커를	좀	빌릴	수	있겠냐고	여쭤

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Pam,	how	much	time	do	we	have	before	Mom	and	

Dad	come	back?
W: 		Well,	we	have	about	an	hour.
M: 		Oh,	then	I	need	to	hurry	up.
W: 		You’re	not	done	cooking	yet?	This	is	supposed	to	be	

a	surprise	wedding	anniversary	party	for	Mom	and	

Dad,	so	you’d	better	finish	quickly.
M: 		I	know.	I’ll	be	done	in	about	20	minutes.	Have	you	

finished	making	an	anniversary	card	for	them?
W: 		Yeah.	And	I	decorated	the	living	room	with	balloons.
M: 		Thanks.	 I	didn’t	 realize	 it’d	 take	so	 long	 to	cook	

everything.
W: 		That’s	okay.	You’re	almost	done.	Where’s	the	cake	

that	you	ordered?	You	said	you’d	pick	it	up	from	the	

bakery.
M: 		Oh,	I	totally	forgot.	Pam,	sorry	but	can	you	do	that	

for	me?	I	need	to	finish	cooking.
W: 		Okay.	And	when	I	come	back,	I’ll	help	you	clean	the	

kitchen.
M: 		Thank	you	so	much.

남:		Pam,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여:		글쎄,	한	시간	정도	남았어.

남:		아,	그럼	서둘러야겠군.

여:		아직	요리	안	끝났어?	이것은	엄마와	아빠의	깜짝	결혼기념

일	파티여야	하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어.

남:		알고	있어.	20분	정도면	끝날	거야.	넌	부모님을	위한	기념일	

카드는	다	만들었어?

여:		응.	그리고	거실을	풍선으로	장식했어.

남:		고마워.	모든	걸	요리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

여:		괜찮아.	거의	다	끝냈잖아.	네가	주문한	케이크는	어디	있어?	

네가	제과점에서	찾아오겠다고	했지.

남:		아,	완전히	잊어버렸네.	Pam,	미안하지만	날	위해	그걸	해	

줄	수	있을까?	난	요리를	끝내야	하거든.

여:		알겠어.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부엌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

남:		정말	고마워.

[Topic & Situation]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위한	깜짝	파티	준비

[Solution]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위한	깜짝	파티를	위해	요리

를	하고	있던	남자가	자신이	주문한	케이크를	제과점에서	찾아오

기로	한	것을	잊고	있었다고	말하며	여자에게	자신을	위해	그걸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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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계신	거군요.

여:		네.	할	일이	너무	많네요.	Swift	선생님,	지금	시간이	좀	있

으신가요?

남:	물론이죠.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	잘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남:			별말씀을요.	저쪽에	포스터	한	더미가	보이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그것들을	게시판에	붙일	수	있어요.

여:		다른	사람이	그	일은	하고	있어요.	아,	입구	앞에	테이블을	설

치해야	해요.

남:	팸플릿을	놓을	테이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		맞아요.	저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술실에	있

는	큰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돼요.

남:	알았어요.	그건	그냥	제게	맡기세요.

여:	좋아요,	고마워요!	저는	가서	무대의	조명을	확인해	볼게요.

[Topic & Situation]	지역	극단	초청	공연	준비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입구	앞에	팸플릿을	놓을	테이블을	

설치하는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고,	남자는	자신에게	그것

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테이블	설치하기’이다.

①	팸플릿	출력하기

②	무대	장식하기

③	조명	확인하기

④	포스터	게시하기

[Words & Phrases]
theater�company�극단�� �stage�무대�� �stack�더미,�무더기���

bulletin�board�게시판���entrance�입구���pamphlet�팸플릿

봤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	가서	가

져올게.

남:		좋아.	난	가서	오디션을	녹화할	비디오카메라를	점검할게.

여:		알겠어.	이따가	보자.

[Topic & Situation]	댄스	동아리	오디션	준비

[Solution]	두	사람이	댄스	동아리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음악	선생님에게	스피커를	

빌리기로	했는데	지금	가서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

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피커	가져오기’이다.

[Words & Phrases]
audition�오디션�� �applicant�지원자�� �promotional�홍보의���

confirm�확인하다���judge�심사하다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i,	Ms.	Ford.	What	are	you	setting	up?	You	 look	

very	busy.
W:	 	Hi,	Mr.	Swift.	I’m	getting	things	ready	for	the	local	

theater	company	performance	that’s	this	Friday.
M:	 	Oh,	I	almost	forgot	that	they’re	coming	to	our	school	

this	Friday.	So,	you’re	decorating	the	stage	for	 the	

performance.
W:	 	Yes.	I	have	so	many	things	to	do.	Mr.	Swift,	do	you	

have	some	time	now?
M:	Sure.	I	can	help	you	if	you	want.
W:	Great!	Thank	you	so	much.
M:	 	No	problem.	I	see	a	stack	of	posters	over	there.	I	can	

put	them	up	on	the	bulletin	boards	if	you’d	like.
W: 		Someone	else	is	working	on	that.	Oh,	we	need	to	set	

up	a	table	in	front	of	the	entrance.	
M: 	You	mean	a	table	for	pamphlets?
W:	 	Right.	Could	you	do	that	for	me?	You	can	use	 the	

big	table	in	the	art	room.
M:	Okay.	Just	leave	it	to	me.
W:	 	Great,	 thanks!	I’m	going	to	go	check	the	lights	on	

the	stage.

남: 		안녕하세요,	Ford	선생님.	뭘	준비하고	있으세요?	매우	바빠	

보이시네요.

여:		안녕하세요,	Swift	선생님.	이번	금요일에	있을	지역의	극단	

공연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		아,	이번	금요일에	그들이	우리	학교에	온다는	걸	잊어버릴	

뻔	했네요.	그럼,	선생님은	그	공연을	위한	무대를	장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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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 Phrases]
represent�대표하다���architecture�건축,�건축양식���portable�휴

대용의���prohibit�금지하다���inconvenience�불편���hesitate�주저

하다

0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I’m	Vanessa	Anderson	with	One-

Minute	Living,	where	I	give	you	useful	home,	school	

and	work	tips.	Everybody	knows	the	importance	of	

recycling	paper.	But	did	you	know	that	not	all	types	

of	paper	can	be	recycled?	So	before	just	throwing	all	

of	your	paper	together	to	get	recycled,	make	sure	it	

can	actually	be	recycled.	First,	avoid	folding	paper	

too	much.	If	 it’s	been	folded	too	much,	 it	can’t	be	

recycled.	Also,	some	paper	like	napkins	and	receipts	

cannot	be	 recycled.	So	 throw	 them	away	 in	 the	

regular	trash.	And	some	paper	has	sticky	glue	on	it.	

In	order	 to	have	 it	 recycled,	you	must	 remove	 the	

glue	from	the	paper.	Follow	these	tips	to	make	sure	

you’re	recycling	 the	right	way.	Join	me	tomorrow	

for	more	tips	on	living	healthy.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유용한	가

정,	학교,	직장의	조언을	제공하는	One-Minute Living의	

Vanessa	Anderson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종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종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재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의	종이	모두를	그저	함께	던지기	전에,	

실제로	그것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종이

를	너무	많이	접는	것을	피하십시오.	너무	많이	접혀	있으면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냅킨과	영수증과	같은	어떤	종

이는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종이는	끈적거리는	접착제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려면,	종이에서	접착제를	제거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재활용하

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Topic & Situation]	종이	분리수거	방법

[Solution]	여자는	모든	종류의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재활용되는	종이를	확인하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이	분리수거	시	주의사항을	알려	주려고’이다.

07 유형 다지기 I � 본문�4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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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visitors.	Welcome	to	Lembar	Temple.	I’ll	be	

your	guide	 for	 today’s	 tour.	 I’m	really	excited	 to	

show	you	around	the	temple,	which	is	one	of	the	six	

key	temples	representing	ancient	Asian	architecture.	

Before	we	enter	the	temple,	I’ll	introduce	a	few	rules	

that	you	must	 follow	when	 inside	 it.	All	visitors	

must	wear	a	sarong,	which	is	a	traditional	Malaysian	

piece	of	clothing.	You’ll	be	given	it	at	 the	entrance	

and	you	can	just	put	 it	on	over	your	clothes.	Also,	

using	portable	 fans	 and	wearing	 sunglasses	 are	

prohibited.	 I’m	sorry	 for	any	 inconveniences	 this	

may	cause,	but	 it’s	 important	 to	 respect	 the	 local	

culture,	so	I	hope	you	underst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the	tour,	don’t	hesitate	to	ask	me.	

Let’s	get	started!

남:		안녕하세요,	방문객	여러분.	Lembar	Templ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투어를	위한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저는	고대	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6개의	주요	사원	중	하나

인	이	사원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

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전통	말레이시아	옷인	사

롱(sarong)을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그것을	받으실	것

이고	그냥	그것을	옷	위에	입으시면	됩니다.	또한,	휴대용	선

풍기를	사용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

다.	이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만,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투어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

요.	시작하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관광지	관람	규칙

[Solution]	남자는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전통	말레이시아	옷인	사롱

(sarong)을	착용해야	하고,	휴대용	선풍기	사용과	선글라스	착용

이	금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관광지	관람	규칙을	안내하려고’이다.

28��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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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응,	하지만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뿐만이	아니야.	

식물	품종	변화는	식품의	영양소도	증진시켰어.

여: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어.

남: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더	나은	작물을	개발

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어.

여: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과일을	먹을	때,	그것이	예전에	어떻

게	생겼는지	궁금해질	것	같아.

[Topic & Situation]	식물	품종	개량

[Solution]	여자가	옛날	그림에	있는	수박과	바나나가	오늘날의	

것들과	다르게	보인다고	하자,	남자는	초기의	수박과	바나나는	오

늘날	우리가	먹는	것들과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새로

운	품종을	개발했고,	야생	식물에	불과했던	과거의	식물은	품종	

변화로	맛과	영양소가	증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

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식물	품종	개량이	가

져온	변화’이다.

[Words & Phrases]
breed�품종���edible�먹을�수�있는���wild�plant�야생�식물���nutrient�

영양소���crop�작물

0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Hello,	everyone.	I’m	Jenny	Phillips,	host	of	People 

& Economy.	Today’s	topic	is	social	media.	Although	

it	can	be	a	useful	tool,	there	are	downsides	of	using	

social	media	for	businesses.	First,	managing	social	

media	accounts,	 including	responding	to	feedback,	

requires	a	 lot	of	 resources.	This	can	mean	having	

to	hire	and	train	new	employees.	Producing	social	

media	content,	such	as	advertisements	and	videos,	

can	be	costly.	Also,	relying	so	much	on	social	media	

can	be	impersonal.	Using	it	to	push	for	sales	without	

engaging	with	customers	may	turn	off	people	who	

want	a	more	personal	relationship.	Keep	all	these	in	

mind	when	building	your	business.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과	경제’의	진행자인	Jenny	

Phillips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를	사업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드백

에	응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	계정을	유지하는	것

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새	직원들을	고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비디오	같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

[Words & Phrases]
tip�(실용적인,�작은)�조언���fold�접다���receipt�영수증���sticky�끈적

거리는���glue�접착제

0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ey,	Justine.
W: 	Hey,	Mark.	What	are	you	looking	at?
M: 	Some	old	paintings.
W: 		I	 know	 they’re	 paintings	of	 fruit,	 but	 are	 these	

watermelons	and	bananas?	They	 look	so	different	

from	ones	today.
M: 		Yeah	 they	 really	 do,	 don’t	 they?	They’re	 early	

watermelons	 and	 bananas.	 Over	 time,	 humans	

developed	new	breeds,	like	the	good-tasting	ones	we	

have	today.
W: 		Amazing!	I	thought	fruits	had	always	been	the	same.
M: 		Actually,	in	the	past,	a	lot	of	plants	we	eat	nowadays	

weren’t	even	edible.	They	were	just	wild	plants.
W: 		Oh,	 so	 really	 it’s	 changing	plant	breeds	 that	has	

changed	what	humans	can	eat.
M: 		Yeah,	but	not	 just	whether	something	 is	edible	or	

not.	Changing	plant	breeds	has	also	 increased	 the	

nutrients	in	food.
W: 		I	had	no	idea	about	that.
M: 		So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lways	been	trying	

to	develop	new,	better	crops.
W: 		Oh,	I	see.	From	now	on,	whenever	I	eat	fruit,	 I’m	

going	to	wonder	what	it	used	to	look	like.

남:	이봐,	Justine.

여:	아,	Mark.	무엇을	보고	있어?

남:	옛날	그림들을	좀	보고	있어.

여:		그것들이	과일	그림인	건	알겠는데,	이거	수박과	바나나야?	

오늘날의	것들과는	매우	다르게	보여.

남:		응	정말로	그러네,	그렇지	않니?	그것들은	초기의	수박과	바

나나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맛있

는	것들과	같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어.

여:	놀랍다!	나는	과일은	항상	똑같은	거로	생각했어.

남: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많은	식물은	과거에는	심지어	먹을	

수조차	없었어.	그것들은	그냥	야생	식물에	불과했어.

여:		아,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은	식

물	품종	변화라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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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인가요?

남:		아니요.	그가	독감에	걸려서	하루	휴가를	내야	했어요.	그는	

집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해요.

여: 	그것	참	안됐네요.	그가	사무실에서	병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남: 		아마도요.	사무실의	공기가	아주	건조해요.	우리는	식물들을	

좀	가져다	놓아야	해요.

여: 		식물들이	좋을	거예요.	그것들이	방들을	더	습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읽었어요.

남: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매우	건조해요.

여: 		그래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	내	피부는	항

상	건조해지고	가려워요.

남: 		저도	그래요.	식물들이	온도를	조절하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

각했어요.

여: 		아,	맞아요!	그것들이	두	가지	모두를	하네요.	빠른	온도	변화

는	당신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할	수	있어서,	식물들이	또한	

거기에도	도움이	돼요.

남: 		다음	우리	팀	회의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무실용	식물들

을	좀	가져다	놓자고	제안할게요.	

여: 		좋아요.

[Topic & Situation]	건강을	위해	사무실에	화분	두기

[Solution]	남자가	한	직원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

무실의	공기가	좋지	않으니	사무실에	식물들을	좀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말하자,	여자는	식물들이	방들을	더	습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읽었다고	말한다.	이어	남자가	식물들이	온

도를	조절하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팀	회의	때	사무실

에	식물들을	좀	가져다	놓자고	제안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건강을	위해	사무실에	식물을	놓

아야	한다.’이다.

[Words & Phrases]
business�trip�출장��take�a�day�off�하루�휴가를�얻다��catch�the�

flu�독감에�걸리다��rest�휴식을�취하다��humid�습한�� itchy�가려운��

regulate�조절하다��temperature�온도���immune�system�면역�

체계

06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Luke,	 I	 noticed	 you	 didn’t	 take	 many	 notes	 in	

chemistry	class	today.
M:	 	I	could	barely	hear	 the	professor	 from	where	we	

were	sitting	in	the	back.
W:	 	Really?	I	was	able	to	hear	him.
M:	 	I	 just	 feel	 like	my	hearing	has	been	getting	worse	

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미

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

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인간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설립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유념하십시오.

[Topic & Situation]	소셜	미디어의	사업상	사용의	단점

[Solution]	여자는	소셜	미디어를	사업상	사용하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인

간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사업체를	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의	단점’이다.

[Words & Phrases]
downside�부정적인�면�� �manage�유지하다�� �account�계정��

feedback�피드백���resource�자원���hire�고용하다���content�콘텐

츠���advertisement�광고���costly�많은�비용이�드는���rely�on�~에�

의존하다���impersonal�인간미�없는,�비인간적인���push�for�~을�촉

진하다,�~을�위한�노력을�계속하다���engage�with�~와�관계를�맺다���

keep�~�in�mind�~을�유념하다

05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Lucas,	Mr.	 Johnson’s	not	 in	yet.	Does	he	have	a	

business	trip	today?
M: 		No.	He	had	to	take	the	day	off	because	he	caught	the	

flu.	He	has	to	stay	home	and	rest.
W: 		That’s	too	bad.	Do	you	think	he	got	sick	at	work?	
M: 		Maybe.	The	air	in	the	office	is	very	dry.	We	should	

get	some	plants.
W: 		Plants	would	be	nice.	 I	 read	 they	can	help	keep	

rooms	more	humid.
M: 	We	could	use	them!	It’s	so	dry	in	here.
W: 		I	know.	My	skin	is	always	dried	out	and	itchy	after	

working	all	day	at	the	office.
M: 		Me	 too.	 I	was	 thinking	plants	would	be	good	 to	

regulate	the	temperature.
W: 		Oh,	 yeah!	 They	 do	 both. 	 Rapid	 changes	 in	

temperature	can	weaken	your	 immune	system,	so	

plants	are	helpful	there	too.
M: 		I’ll	suggest	getting	some	office	plants	for	our	health	

at	our	next	team	meeting.
W: 	Great.

여:			Lucas,	Johnson	씨가	아직	보이지	않네요.	그가	오늘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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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Good	afternoon.	What	can	I	do	for	you?	
M:	 	Hi.	 I	need	some	help	 in	starting	my	new	business	

around	here.	
W: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What	area	do	you	

have	in	mind?	
M:	 	I’d	like	to	rent	in	the	Stonebridge	neighborhood.
W:	 	We	have	lots	of	office	spaces	for	rent	 there.	About	

what	size	are	you	looking	for?
M:	 	Something	around	33	square	meters.
W:	 	Okay.
M:	 	And	 I’d	 really	 like	 something	 near	 the	 subway	

station.
W:	 	All	right.	And	what	is	your	price	range?
M:	 	I’m	hoping	 to	 find	something	 less	 than	$1,000	a	

month,	including	utilities.
W:	 	Let	me	check	on	our	rental	website.	[Typing sound] 

Here	 we	 go.	There’s	 one	 available	 in	 the	 Pine	

Building.	Would	you	like	to	go	take	a	look	at	it?
M:	 	Sure.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서	새로운	제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

이	좀	필요합니다.

여: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남:		Stonebridge	인근에서	임대하고	싶습니다.

여:		거기에	임대용	사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

를	찾고	있나요?

남:		약	33제곱미터	크기요.

여:		알겠습니다.

남:		그리고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여: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남: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1개월에	1,000달러보다	적은	것을	찾

고	싶습니다.

여:		저희	임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	

여기	있네요.	Pine	빌딩에	이용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까?

남:		네.

[Topic & Situation]	사무실	임대하기

[Solution]	남자가	Stonebridge	인근에서	사무용	공간을	임대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가	남자에게	찾고	있는	크기와	가격대를	

물어보고,	임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Pine	빌딩에	이용	가능한	

recently.
W:	 	Maybe	it’s	because	you	always	listen	to	your	music	

so	loud.	I	think	exposure	to	high	volum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hearing	loss.

M:	 	I	don’t	think	it’s	that	loud.
W:	 	Really?	You	always	have	the	volume	up	so	high	that	

I	can	hear	 the	songs	you’re	 listening	 to.	That	may	

cause	a	hearing	problem.	
M:	 	You	can?	I’ve	just	gotten	so	used	to	the	volume	that	

I	didn’t	even	think	it	was	that	loud.
W:	 	Your	 ears	 must’ve	 adapted	 to	 the	 high	 volume,	

which	is	why	you’re	having	trouble	hearing.
M:	 	That	makes	sense.

여:		Luke,	네가	오늘	화학	수업	시간에	필기를	많이	못하는	것	

같던데.

남:		나는	(강의실)	뒤에	우리가	앉아	있던	곳에서	교수님의	말씀

을	거의	들을	수	없었어.

여:		정말이니?	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

남:		나는	단지	최근에	내	청력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여:		아마	그건	네가	항상	음악을	너무	크게	듣기	때문일	거야.	높

은	음량을	접하는	것이	청력	손실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생

각해.

남:		소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 		정말이니?	너는	항상	음량을	아주	높게	해	놓아서	네가	듣고	

있는	노래를	내가	들을	수	있어.	그것이	청력에	문제가	생기

게	할	수	있어.	

남: 		네가	들을	수	있다고?	나는	그	음량에	그저	아주	익숙해져서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

여:		네	귀가	높은	음량에	적응되었음에	틀림없고,	그것이	네가	듣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야.

남:		그거	일리	있네.

[Topic & Situation]	높은	음량에	의한	청력	손실

[Solution]	남자가	최근에	청력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자,	여

자는	남자가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다면서	높은	음량을	접하는	것

은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	청력을	손상시

킬	수	있다.’이다.	

[Words & Phrases]
notice�알아차리다���chemistry�화학���professor�교수���get�

worse�더�나빠지다���recently�최근에���exposure�접(하게)함,�직접�

체험(하게)함���volume�음량���common�흔한���hearing�loss�청

력�손실���get�used�to�~에�익숙해지다���adapt�to�~에�적응하다���

have�trouble�-ing�~하는�데�어려움을�겪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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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들도	당신의	작품인가요?

여:			네,	미술관	방문객들이	사용하도록	그것들을	거기에	비치했

어요.

남:			그렇군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Topic & Situation]	비누	조각가와	관람객의	대화

[Solution]	여자의	비누	조각	작품이	훌륭하다고	말을	건네면서	

비누	조각을	하게	된	이유를	묻고	있는	남자와	남자의	질문에	답

하면서	비누	조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	여자와의	대화이

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관람객	-	

비누	조각가’이다.

[Words & Phrases]
exhibition�전시회��� inspire�고무시키다���carve�조각하다,�새기다���

material�재료���passage�of�time�시간의�경과���reproduction�

재현,�재생���remains�유물���sculpture�조각품

09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Cell phone rings.]

W:	 	Hi,	 Justice.	 I	 texted	you	a	picture	of	 the	poster	 I	

made	for	our	concert	a	few	minutes	ago.	Did	you	get	

it?
M:	 	Yeah.	I	like	it.	I’m	looking	at	it.
W:	 	That’s	good.	Should	I	keep	the	concert	title,	Poems 

with Music,	at	the	top?
M:	 	Yeah.	It	looks	good	there.
W:	 	Okay.	Do	you	think	the	guitar	is	too	big?	It	takes	up	

almost	the	entire	left	side	of	the	poster.
M: 		I	 think	it’s	perfect.	I	wouldn’t	want	 it	any	smaller.	

And	I	like	three	birds	sitting	on	musical	notes	below	

the	concert	title.
W:	 I	just	added	those	right	before	I	texted	you.
M:	 	And	I	 love	your	 idea	of	drawing	the	bench	with	a	

girl	who	is	reading	a	book	on	it.
W: 	That	represents	the	poetry	reading	in	our	concert.
M:	 	Great	idea.
W:	 	And	I	put	the	time	and	place	below	the	bench.	What	

do	you	think?
M:	 	Looks	good	to	me.	Great	job!

[휴대	전화가	울린다.]

여:		안녕,	Justice.	몇	분	전에	우리	콘서트를	위해	내가	만든	포

스터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어.	받았니?

것이	있다며	보러	가겠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부동산	중개인	-	고객’이다.

[Words & Phrases]
rent�임대하다���neighborhood�인근,�근처��square�meter�제곱

미터���price�range�가격대���utility�(가스,�수도,�전기�등의)�공공요금���

available�이용�가능한

08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Wow!	These	are	amazing!
W: 		Thanks.	Is	this	your	first	visit?
M: 		Yes.	I’ve	never	seen	an	exhibition	like	this.
W:	 	Many	visitors	say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my	work,	let	me	know	and	I	can	answer	them.	
M:	 	Good.	Actually,	I’m	wondering	what	inspired	you	to	

carve	soap	this	way.
W: 		Well,	 I	 thought	 it’d	be	a	good	material	 to	use	 to	

express	the	passage	of	time.
M: 		I	 see.	That	explains	why	most	of	your	pieces	are	

reproductions	of	ancient	remains.
W: 		Right.	 I	want	 to	convey	 that	 like	 those	 things,	my	

works	don’t	lose	their	value	over	time.
M: 		Oh,	I	saw	some	soap	sculptures	in	the	bathroom.	Are	

they	yours	too?
W: 		Yes,	 I	 put	 them	 there	 to	be	used	by	 the	gallery	

visitors.
M: 		I	see.	Thanks	for	your	kind	explanation.
W: 		My	pleasure!

남:	와!	이것들은	멋지네요!

여: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거예요?

남:			네.	전	이와	같은	전시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		많은	방문객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작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	주세요.	그럼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남:		좋아요.	사실,	무엇이	당신이	이렇게	비누를	조각하도록	고무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여:			음,	그것이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

은	재료일	거라	생각했어요.

남:			그렇군요.	당신의	작품	대부분이	왜	고대	유물의	재현인지를	

설명해	주네요.

여:			맞아요.	그	물건들처럼	제	작품들도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잃

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남:			아,	화장실에	비누	조각품들이	몇	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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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W: 		Oh,	 I	 love	 the	campfire	next	 to	 the	kids.	 I’m	sure	

they	really	loved	this	trip.	Someday	we	should	plan	

a	trip	like	this	with	our	kids.
M:	 	Definitely!	I’ll	ask	Brian	about	where	they	booked	

their	trip.
W:	 	Sounds	good!

여: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보?

남:		Brian이	보낸	사진이요.	그는	가족	여행에서	막	돌아왔어요.	

여기	와서	이것을	보세요.

여:		오,	여행	중에	야외에서	영화를	본	것은	좋은	생각이었네요.	

캠핑카	바로	바깥쪽에	있는	스크린이	마음에	들어요.

남:		네,	멋지지	않아요?

여:		네.	이	줄에	매달려	있는	공	모양의	전구들	또한	정말로	멋

져요.

남:		전구들	아래에	서	있는	Brian과	그의	아내를	보세요.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여요.

여:		그는	그의	팔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네요.	매우	다정해	

보여요.	

남: 			네.	그리고	접이의자를	가져간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세	명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네요.

여: 		오,	아이들	옆에	있는	모닥불이	마음에	들어요.	그들이	정말

로	이	여행을	좋아했을	거라	확신해요.	언젠가	우리도	아이들

과	이와	같은	여행을	계획해야겠어요.

남:		물론이지요!	Brian에게	그들의	여행을	예약했던	곳에	대해	

물어볼게요.

여:		좋아요!

[Topic & Situation]	여행	중	야외에서의	영화	관람

[Solution]	대화에서는	사진	속의	Brian이	그의	팔로	아내의	어

깨를	감싸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

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Words & Phrases]
outdoors�야외에서,�실외에서���light�bulb�전구���campfire�모닥불

1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Dad,	 where	 are	 we	 going	 for	 Grandpa’s	 80th	

birthday	next	Sunday?
M:	 	I’ve	booked	a	party	room	at	Parkview	Restaurant.
W:	 	Oh,	good.	A	lot	of	relatives	are	going	to	be	 there,	

right?	
M:	 	Yeah,	pretty	much	all	of	 them	are	coming.	They	

남:		그래.	마음에	들어.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야.

여:		다행이네.	Poems with Music이라는	콘서트	명을	맨	위에	

두어도	될까?

남:		그래.	거기가	좋아	보여.

여:		알겠어.	기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포스터의	왼

쪽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남:		완벽하다고	생각해.	더	작으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콘서트	

명	아래	음표	위에	앉아	있는	세	마리의	새들이	마음에	들어.

여:	네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그것들을	막	추가했어.

남: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앉아	있는	벤치를	그린	생각이	

마음에	들어.

여:	그것은	우리	콘서트에서의	시	낭송을	나타내.

남:	좋은	생각이야.	

여:	그리고	벤치	아래에	날짜와	장소를	넣었어.	어떻게	생각해?	

남:	좋아	보인다.	잘했어!	

[Topic & Situation]	콘서트와	시	낭송	행사	포스터	제작

[Solution]	남자는	콘서트	포스터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

는	소녀를	그린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펼쳐진	

책만이	놓여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text�(휴대전화로)�문자를�보내다���take�up�~을�차지하다���entire�전

체의���musical�note�음표���represent�나타내다,�의미하다

10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M: 		A	picture	from	Brian.	He	just	got	back	from	a	family	

trip.	Come	here	and	look	at	this.
W: 		Oh,	 it	was	a	good	idea	to	watch	a	movie	outdoors	

during	the	trip.	I	like	the	screen	right	on	the	outside	

of	the	camping	car.
M:	 	Yeah,	isn’t	it	cool?
W:	 	Yeah.	The	ball-shaped	light	bulbs	hanging	from	this	

line	are	really	cool,	too.
M: 		Look	at	Brian	and	his	wife	standing	below	the	bulbs.	

They	look	so	happy.	
W: 		He’s	putting	his	arm	around	his	wife’s	shoulders.	So	

sweet!		
M: 		Yeah.	And	I	think	it	was	a	good	idea	to	bring	folding	

chairs.	Their	 three	kids	 are	watching	movies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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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oney,	 how	 are	 your	 feet	 feeling	 from	 all	 the	

walking	we	did	today?
W:	 	Much	better.	Soaking	 them	 in	warm	water	was	a	

good	idea.
M:	 	That’s	good.	We	plan	on	doing	a	lot	of	sightseeing	

again	tomorrow.	Will	you	be	okay?
W:	 	Well, 	 I’m	 a	 little	 worried.	 My	 shoes	 are	 so	

uncomfortable.
M:	 	It’s	too	bad	you	didn’t	bring	your	other	pair.
W:	 	I	know.	I	just	completely	forgot	to	pack	them.
M:	 	Why	 don’t	 you	 buy	 some	 new	 shoes	 tomorrow	

morning?	 I’m	sure	 there’s	 a	 shoe	 store	near	our	

hotel.
W:	 	Okay.	We’re	going	on	 a	 traditional	market	 tour	

tomorrow	morning,	aren’t	we?
M:	Yes.	It’ll	start	at	10:30.
W:	 	Then	we	don’t	have	much	 time	 to	shop	for	shoes	

before	 that.	We	should	 figure	out	where	 there’s	a	

shoe	store	now.	
M:	 	I’ll	do	that	on	my	smartphone	for	you.	Just	get	some	

rest.
W:	 	That’ll	be	great.	Thanks.

남:		여보,	오늘	우리가	줄곧	걸었던	걸로	발이	좀	어때요?

여:		훨씬	좋아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

어요.	

남:		잘됐군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많은	관광을	할	계획이에요.	괜

찮겠어요?

여:		음,	나는	좀	걱정돼요.	신발이	너무	불편해요.

남:		당신이	다른	신발을	가져오지	않아서	참	유감이에요.

여:		알아요.	그냥	그것을	챙기는	것을	완전히	까먹었어요.

남:		내일	아침에	새	신발을	사는	게	어때요?	틀림없이	우리	호텔	

근처에	신발	가게가	있을	거예요.

여: 		좋아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전통	시장	투어를	할	거죠,	그렇죠?

남:	그래요.	그것은	10시	30분에	시작할	거예요.

여:		그럼	그	전에	신발을	사러	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신발	

가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남:		내가	당신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냥	좀	쉬

어요.

여:		그거	좋겠네요.	고마워요.

[Topic & Situation]	불편한	신발

were	all	excited	when	I	sent	out	 invitations.	Even	

Aunt	Maria	is	coming	from	Sydney.
W:	 	Really?	Does	Grandpa	know?
M:	 	No.	He’s	going	 to	be	so	surprised.	She’ll	get	here	

this	Friday.	I’m	going	to	pick	her	up	at	the	airport.
W: 	Can	I	go	with	you?	I’d	like	to	welcome	her	there.
M: 		Sorry,	but	I	don’t	 think	so.	When	her	flight	 lands,	

you’ll	still	be	in	school.
W:	 I	see.	She’s	staying	with	us,	right?	
M: 	Yeah.	In	your	room,	if	you	don’t	mind.
W: 		Of	course	I	don’t	mind.	Then	I’ll	have	to	clean	up	

my	room.	
M: 		That’d	be	great.	While	you	are	doing	 that,	 I’ll	get	

some	clean	bed	sheets	for	your	aunt.		
W:	 	Okay.

여:		아빠,	다음	주	일요일	할아버지	80세	생신	때	어디로	갈	거예요?

남:		Parkview	식당에	연회실을	예약했어.

여:		아,	좋아요.	많은	친척이	거기에	오겠네요,	맞죠?

남:		그래,	거의	모두가	올	거야.	내가	초대장을	보냈을	때,	모두	

신나	했어.	심지어	Maria	고모도	시드니에서	올	거야.

여:		정말요?	할아버지도	아세요?

남:		아니.	정말	놀라실	거야.	그녀는	이번	금요일에	여기에	도착

할	거야.	내가	공항에서	그녀를	태워	올	거야.

여: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거기에서	고모를	환영하고	싶어요.

남: 		미안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너는	여전히	학교에	있을	거야.

여: 	알겠어요.	고모는	우리와	같이	지내실	거죠,	그렇죠?	

남: 	그래.	네	방에서,	네가	괜찮다면.

여: 	물론	괜찮죠.	그럼	저는	제	방을	청소해야겠어요.	

남: 		그거	좋겠다.	네가	그것을	하는	동안,	나는	네	고모를	위해	깨

끗한	침대	시트를	좀	가져올게.		

여:		알겠어요.

[Topic & Situation]	고모의	방문

[Solution]	할아버지의	80세	생일을	맞이하여	시드니에	사는	고

모가	이번	금요일에	도착하여	자신의	방에서	함께	지내리라는	것

을	알게	된	여자가	방	청소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

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	청소하기’이다.	

[Words & Phrases]
book�예약하다���relative�친척���pretty�much�거의���land�착륙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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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유 � 본문�48~53쪽

기출 예제 �⑤

Exercises �1�②� 2�①� 3�②� 4�③� 5�⑤� 6�⑤

기출 예제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Hi,	Michael.
M:	 	Hi,	Sarah.	Did	you	apply	for	the	cooking	contest?
W:	 	I	did.	I’ve	already	finished	developing	a	recipe.
M:	 	That’s	great.	Actually,	I	gave	up	participating	in	it.
W:	 	Why?	Is	your	arm	still	hurt?
M:	 	No,	it’s	fully	healed.
W:	 	Is	your	recipe	not	ready	yet?
M:	 	I	already	created	a	unique	recipe	for	the	contest.
W:	 	Then,	what	made	you	give	up	the	contest?
M:	 	You	 know	 I’ve	 planned	 to	 study	 abroad.	 The	

cooking	school	 in	Italy	 just	 informed	me	that	I’ve	

been	accepted.	The	problem	is	I	have	to	leave	before	

the	contest	begins.
W:	 	I’m	sorry	you’ll	miss	the	contest.	But	it’s	good	for	

you	since	you’ve	always	wanted	to	study	in	Italy.
M:	 	I	think	so,	too.	I	wish	you	luck	in	the	contest.
W:	 	Thanks.	I’ll	do	my	best.

여:	안녕,	Michael.

남:		안녕,	Sarah.	요리	대회에	참가	신청했니?

여:		했어.	나는	이미	조리법	개발을	끝냈어.

남:		잘됐다.	사실	나는	그것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했어.

여:		왜?	팔이	아직도	아프니?

남:		아니,	팔은	완쾌됐어.

여:		조리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니?

남:		나는	이미	대회를	위한	독특한	조리법을	만들었어.

여:		그럼,	무엇	때문에	대회를	포기한	거니?

남:		너도	알다시피,	내가	유학	가는	것을	계획했잖아.	이탈리아의	

요리학교에서	내가	합격했다고	막	알려	왔어.	문제는	내가	대

회가	시작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거야.

여:		네가	대회를	놓치게	될	거라니	유감이다.	하지만	네가	항상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으니	네게	좋은	일이야.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회에서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

여:		고마워.	최선을	다할게.

[Topic & Situation]	요리	대회	참가	신청

[Solution]	신발이	불편하여	내일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호텔	근

처에서	새	신발을	사기로	한	여자가	지금	신발	가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자,	남자는	자신이	알아볼	테니	여자

에게	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	‘신발	가게	위치	찾기’이다.

[Words & Phrases]
soak �담그다� � � sightseeing �관광� � �completely �완전히���

traditional�market�전통시장���figure�out�알아내다,�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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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내가	너에게	다음	달에	우리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

고	말했던	거	기억하니?

여:		응,	기억하지.

남:		나는	광고	촬영장에서	일을	해야	해.	

여:		알겠어.	그건	너의	일이잖아.

남:		너와	함께	갈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

기를	바라.

[Topic & Situation]	자선	야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없는	이유

[Solution]	여자가	두	사람의	자선	야구	경기	입장권을	구했다고	

하자,	남자는	요일을	확인하고	광고	촬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자선	야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없는	이유는	

②	‘광고	촬영장에서	일을	해야	해서’이다.

[Words & Phrases]
surprise�놀라운[뜻밖의]�일[소식]���charity�자선���celebrity�유명�인

사���company�회사���launch�(상품을)�출시하다���commercial�광

고�(방송)���shoot�촬영하다

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i,	Audrey.	How’s	the	preparation	for	your	theater	

club	performance	going?
W:	 	Hi,	Eric.	Not	bad.	All	 the	actors	are	comfortable	

with	their	roles.	And	the	costumes	arrived	yesterday.
M:	 	Great.	When	is	the	final	rehearsal?
W:	 	Next	Friday.
M: 	Do	you	have	a	lot	left	to	do	as	a	stage	manager?
W: 		I’ve	got	most	of	it	done,	but	I’m	thinking	of	adding	

a	few	more	lights	on	stage.
M: 	How	are	you	going	to	get	the	stage	lights?
W: 		I’m	going	 to	borrow	them	from	Blue	Bay	Theater	

Group.
M:	 	Oh,	 you	 worked	 there	 last	 year	 as	 a	 make-up	

assistant,	right?
W:	 	Yes.	It	was	a	great	opportunity.	I	was	able	to	learn	

about	stage	management.
M:	 	That’s	cool.	When	are	you	going	 there	 to	get	 the	

lights?
W:	 	Later	today.
M:	 	Oh,	I	see.

남:		안녕,	Audrey.	네	연극	동아리	공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

고	있니?

여:		안녕,	Eric.	나쁘지는	않아.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편

[Solution]	두	사람이	요리	대회	참가	신청에	대해	나누는	내용의	

대화인데,	남자가	자신은	대회	참가를	포기했다고	밝히자	여자가	

그	이유를	물었고,	남자는	이탈리아의	요리학교에	합격되어	대회

가	시작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요리	대회	참가

를	포기한	이유는	⑤	‘대회	전에	유학을	떠나야	해서’이다.

[Words & Phrases]
apply�for�~을�신청하다���recipe�조리법���give�up�~을�포기하다

heal�치료하다�� �unique�독특한�� �abroad�외국에서,�외국으로�

inform�알리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i,	William.	I	have	a	surprise	for	you.
M:	 	Really?	What	is	it?
W:	 	I	got	us	tickets	for	the	charity	baseball	game!
M:	 	Awesome!	That	was	so	much	fun	last	year.
W:	 	Yeah.	We	 saw	 so	 many	 celebrities	 and	 famous	

players.
M:	 	I’m	so	happy	you	got	 tickets	for	 this	year’s	game.	

When	is	it?
W:	 	It’s	next	Saturday	afternoon.
M:	 	Oh,	no.	I	won’t	be	able	to	make	it	then.
W:	 	You’re	kidding	me.	Why	is	that?
M:	 	Remember	I	 told	you	that	my	company	is	going	to	

launch	a	new	product	next	month?
W:	 	Yeah,	I	remember.
M:	 	I	have	to	work	at	the	commercial	shooting	site.	
W:	 	I	understand.	It’s	your	job.
M:	 	I’m	so	sorry	not	to	go	with	you.	I	hope	we	can	go	

next	time.

여:		안녕,	William.	너를	놀래	줄	일이	있어.

남:		정말이니?	그게	뭐니?

여:		자선	야구	경기	입장권을	구했어!

남:		대단한데!	그것은	작년에	아주	재미있었어.

여:		그래.	우리는	아주	많은	유명인들과	유명	야구선수들을	봤어.

남:		네가	올해	경기	입장권을	구했다니	아주	기뻐.	언제니?

여:		다음	주	토요일	오후야.

남:		아,	안	돼.	그때	나는	갈	수	없어.

여:		농담이지.	이유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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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hy	not?	We	have	the	receipt,	right?
W:	 	Yes,	but	we	bought	one	of	the	store	display	models.	

Store	display	models	are	not	exchangeable	at	 the	

store.	
M:	 	Oh,	that’s	too	bad.	Then	we	should	probably	take	it	

to	a	repair	service	center.
W: 	Yeah,	I’ll	call	first.	

남:		엄마,	TV에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		공상	과학	영화야.	와서	나와	함께	보렴.	화면이	큰	이	새	TV
는	굉장하구나.	

남: 		그럴게요.	[잠시	후]	엄마,	무슨	버튼이라도	누르셨어요?	왜	

화면이	까맣죠?

여: 	아니,	하지만	기다려	보렴.	아마	다시	켜질	거야.	

남: 		음….	그러면	안	되는데.	TV가	뭔가	잘못됐음에	틀림없어요.	

여: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남: 		정말이요?	TV를	산	지	이틀	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을	교환

해야겠어요.	

여:		하지만	교환은	안	될	것	같아.

남:	왜	안	돼요?	우리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여:		그래,	하지만	우리는	매장	전시품들	중	하나를	샀거든.	그	상

점에서	매장	전시품은	교환이	불가능해.	

남:		아,	안타깝네요.	그럼	그것을	수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		그래,	내가	전화를	먼저	해	볼게.

[Topic & Situation]	새로	구입한	TV를	교환하지	못하는	이유

[Solution]	남자가	새로	구입한	TV	화면이	까맣게	되는	것을	보

고	교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여자는	새로	구입한	TV가	매

장	전시품이었고,	그	상점에서	매장	전시품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새로	구입한	TV를	교환하지	못

하는	이유는	②	‘상점에	전시되었던	제품이어서’이다.

[Words & Phrases]
science� fiction�movie�공상�과학�영화���exchange�교환하다���

receipt�영수증���store�display�model�매장�전시품

4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Cell phone rings.]

M:	 	Honey,	what’s	up?
W:	 	Are	you	on	your	way	home?
M:	 	Not	yet.	I’ll	be	leaving	in	a	minute	though.
W:	 	You	must	have	been	busy	today.
M:	 	Yeah,	I	had	a	long	meeting	with	a	client.

안해	해.	그리고	의상이	어제	도착했어.

남:		잘됐네.	최종	예행연습은	언제니?

여:		다음	주	금요일이야.

남:		무대	감독으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니?

여: 		대부분의	일을	끝냈는데,	무대에	조명등을	좀	더	추가할까	생

각	중이야.

남: 	무대	조명등을	어떻게	구할	거니?

여: 	Blue	Bay	극단에서	빌릴	예정이야.

남:		아,	너는	작년에	거기서	분장	보조원으로	일했지,	그렇지?

여:		응.	그것은	아주	좋은	기회였어.	나는	무대	관리에	대해서	배

울	수	있었어.

남:		멋진	일이네.	조명등을	가지러	언제	거기에	갈	건데?

여:		오늘	늦게.

남:		아,	그렇구나.

[Topic & Situation]	Blue	Bay	Theater	Group에	가려는	이유

[Solution]	남자가	공연을	앞둔	연극	동아리의	무대	감독인	여자

에게	할	일이	많이	남았냐고	묻자,	여자는	대부분의	일을	끝냈지

만	무대	위에	조명등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남자가	무

대	조명등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언제	가지러	갈	것인지	묻자,	여

자는	Blue	Bay	극단에서	빌릴	것이고	오늘	늦게	갈	것이라고	말

한다.	따라서	여자가	Blue	Bay	Theater	Group에	가려는	이유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대	조명등을	빌리려고’이다.

[Words & Phrases]
preparation�준비���theater�club�연극�동아리���performance�

공연���costume�의상���final�rehearsal�최종�예행연습���stage�

manager �무대�감독� � �make-up �assistant �분장�보조원����

management�관리

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Mom,	what’re	you	watching	on	TV?
W:	 	A	science	fiction	movie.	Come	watch	 it	with	me.	

This	new	big	screen	TV	is	amazing.	
M: 		Sure.	[Pause]	Mom,	did	you	press	any	button?	Why	

is	the	screen	black?
W: 	No,	but	just	wait.	It’ll	probably	come	back	on.
M: 		Hmm....	 It	 shouldn’t	 do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	TV.
W: 	It	happened	this	morning,	too.	
M: 		Really?	We’ve	only	had	it	for	two	days.	We	need	to	

exchange	it.
W:	 	But	I	don’t	think	we	can	exchang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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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 Phrases]
client�고객���reward�보상���be�sold�out�다�팔리다,�매진되다���

instead�대신에

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i,	Jane.	Have	you	registered	for	courses	for	next	

semester?
W:	 	Yes,	I	have.	How	about	you?
M:	 	I’ve	registered	for	most	of	them.	But	I’m	still	trying	

to	decide	whether	to	take	advanced	math	or	not.	I’ve	

heard	it’s	really	hard	though.
W:	 	I	 understand	 your	 dilemma.	 I’m	 going	 to	 take	

physics	next	semester,	even	though	I	know	it’s	going	

to	be	difficult.
M:	 	What	led	you	to	make	such	a	decision?
W:	 	I’ve	decided	 to	major	 in	 robotics	at	 college,	and	

physics	is	essential	to	study	robotics.
M: 		I	see.	It’s	good	that	you’ve	decided	what	to	major	in	

at	college.
W:	 	What	 about	 you?	Weren’t	 you	 thinking	 about	

statistics?
M:	 	Yeah,	but	then	I’d	have	to	take	advanced	math	next	

semester,	and	if	I	get	a	bad	grade,	I	may	not	get	into	

a	good	university.
W:	 	Personally,	I	think	you	should	choose	courses	based	

on	what	you	want	 to	study	 in	 the	 future,	not	 just	

focusing	on	getting	into	a	good	university.
M:	 	Okay.	I’ll	keep	that	in	mind.

남:		안녕,	Jane.	다음	학기	강좌	등록했어?

여:		응,	했어.	너는?

남:		대부분의	강좌는	등록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급	수학을	

들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런데	나는	그

게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

여:		너의	딜레마를	이해해.	나는	물리학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

지만	다음	학기에	그것을	들을	거야.

남: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니?	

여:		나는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는데,	물리학이	

로봇공학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이야.

남:		그렇구나.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결정했다니	잘됐네.	

여:		너는	어때?	통계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니?

남:		그래,	하지만	그러면	다음	학기에는	고급	수학을	들어야	할	

W:	 	I	 see.	 I	was	wondering	 if	you’d	be	able	 to	get	 a	

cheesecake	at	the	bakery	near	your	office.

M: 	What	for?	

W: 		Daisy	and	her	classmates	are	here	working	on	their	

science	project,	and	I	 just	 thought	 that	cheesecake	

would	be	a	nice	reward	after.	The	bakery’s	cheesecake	

is	the	best.

M: 		They	would	 love	 it,	but	unfortunately	 I	won’t	be	

able	to	get	one.	

W: 	Why?	Do	you	think	they’re	sold	out?	

M: 		Actually,	 the	 bakery	 is	 closed	 this	 week	 for	

remodeling.	Do	you	want	me	to	buy	a	cheesecake	

from	another	bakery?

W:	 	Oh,	no.	[Pause]	Never	mind.	I’ll	bake	some	cookies	

instead.

M:	 	That’s	a	good	idea.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		집에	오는	길이에요?

남: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곧	출발할	거예요.

여:		틀림없이	오늘	바빴을	것	같네요.

남:		그래요,	고객과	긴	회의를	했어요.

여:		그렇군요.	당신이	사무실	근처	제과점에서	치즈케이크를	사

올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남:		왜요?

여: 		Daisy와	반	친구들이	여기서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치즈케이크가	좋은	보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

었거든요.	그	제과점의	치즈케이크는	최고잖아요.

남: 			애들이	그것을	좋아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그것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여:		왜요?	지금	다	팔렸을	것	같아요?

남:		사실	그	제과점이	리모델링을	위해	이번	주에	문을	닫았거

든요.	다른	제과점에서	치즈케이크를	살까요?	

여:		오,	저런.	[잠시	후]	괜찮아요.	대신	쿠키를	좀	구울게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Topic & Situation]	치즈케이크를	사	올	수	없는	이유

[Solution]	여자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과학	프로젝트

를	하고	있는	딸과	반	친구들에게	줄	치즈케이크를	회사	근처의	

제과점에서	사	올	수	있느냐고	묻고,	남자는	제과점이	리모델링을	

위해	이번	주에	문을	닫아서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치즈케이크를	사	올	수	없는	이유는	③	‘제과점이	리모델

링	중이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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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거	꽤	추웠겠어.

남:		실은,	오늘은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	버스를	타고	왔어.

여:		정말?	무릎이	또	너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

남:		아니,	내	무릎은	괜찮아.

여:		다행이야.	그렇다면	왜	오늘	자전거를	타지	않았니?	넌	대개	

그렇게	하잖아.

남:		음,	넌	이것을	믿을	수	없을	거야.

여:		그게	뭔데?

남:		자전거	자물쇠	번호를	잊어버렸어.

여:		아,	저런!

남:		그러게	말이야,	지난	주말에	새	자물쇠를	사서	새로운	번호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전거	자물

쇠를	열	수	없어.

여:		그걸	적어	두었어야지.

남:		그래,	그렇게	했어야	했어.

[Topic & Situation]	자전거	자물쇠	번호

[Solution]	남자는	대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데,	지난	주말에	

새로	산	자물쇠의	번호를	잊어버려서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고	여

자에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지	

않은	이유는	⑤	‘자전거	자물쇠	번호를	잊어버려서’이다.		

[Words & Phrases]
bother�힘들게�하다,�괴롭히다��� lock�자물쇠���combination� (번

호�자물쇠를�열�수�있도록�숫자를�조합한)�번호���completely�완전히���

unlock�자물쇠를�열다

것이고,	나쁜	성적을	받으면,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

할	수도	있어.

여:		나는	개인적으로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바탕으로	강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	알겠어.	그것을	명심할게.

[Topic & Situation]	물리학을	수강하는	이유

[Solution]	여자는	비록	물리학이	어렵긴	하지만	자신이	대학에

서	전공하려고	하는	로봇공학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수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자에게도	좋은	대학에	들

어가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바탕으로	강좌를	선

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물리학을	수강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⑤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이므

로’이다.

[Words & Phrases]
register�등록하다���semester�학기���advanced�고급의,�상급의���

dilemma�딜레마,�진퇴양난���major�in�~을�전공하다���statistics�

통계학���keep�~�in�mind�~을�명심하다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i,	Linda.	It’s	cold	today.
W:	 	Hi,	John.	Yeah,	 it’s	really	windy,	 too.	You	must’ve	

been	pretty	cold	riding	your	bicycle	to	school.
M:	 	Actually,	I	didn’t	ride	my	bicycle	today.	I	came	by	

bus.
W:	 	Really?	Has	your	knee	started	bothering	you	again?	

I	hope	not.
M:	 	No,	my	knee’s	fine.
W:	 	That’s	good.	Then	why	didn’t	you	ride	your	bicycle	

today?	You	usually	do.
M:	 	Well,	you	can’t	believe	this.
W:	 	What	is	it?
M:	 	I	forgot	my	bicycle	lock	combination.
W:	 	Oh,	no!
M:	 	I	know.	I	got	a	new	lock	last	weekend,	and	I	created	

a	new	combination,	and	I	completely	forgot	it.	So	I	

can’t	unlock	my	bicycle.
W:	 	You	should	have	written	it	down.
M:	 	Yeah,	I	should	have	done	that.

남:		안녕,	Linda.	오늘	춥네.

여:		안녕,	John.	그래,	바람도	정말	많이	불어.	자전거	타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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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프로그램	티켓	네	장이지요,	맞나요?

여:	네.	여기	제	신용	카드와	회원증입니다.

[Topic & Situations]	과학기술	박물관	관람

[Solution]	여자는	20달러인	어른	입장권	두	장과	10달러인	아

이	입장권	두	장을	사는데	국립	로봇	클럽의	회원이어서	10퍼센

트	할인을	받고,	할인	적용	없이	1인당	5달러인	AI	로봇	프로그

램	티켓	네	장을	사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74’이다.

[Words & Phrases]
admission�ticket�입장권���discount�할인���apply�to�~에�

적용되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ello.	Can	I	help	you?
W:	 	Yes.	I	saw	your	shoe	clearance	sale	ad	on	the	flyer.
M:	 	Yeah.	We’re	offering	discounts	on	all	our	shoes.	It’s	

the	best	chance	to	buy	your	favorite	shoes	at	a	low	

price.
W:	 	Great!	[Pause]	How	much	are	these	sneakers?	I	like	

their	design.
M:	 	Their	 regular	price	 is	$90,	but	 they’re	on	sale	 for	

50%	off	right	now.
W:	 	Wow,	really?	Let	me	 try	 them	on.	Do	you	have	a	

size	8?
M:	 	Let	me	see.	[Pause]	Here	you	are.
W:	 	Oh,	they	fit	me	well.	I’ll	buy	a	pair	of	these	sneakers.	

And	how	much	are	these	slippers?
M:	 	They’re	originally	$30,	but	on	sale	for	70%	off.
W:	Great.	Do	you	have	my	size?
M:	Sure.	[Pause]	Here	you	are.	
W:	 	Oh,	I	like	them.	I’ll	take	a	pair	of	them,	too.	Here’s	

my	credit	card.	
M:	 	Thanks.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전단에서	신발	재고품	염가	판매	광고를	봤어요.

남:		네.	저희는	모든	신발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렴한	가격으로	손님이	마음에	드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기회입니다.

09 숫자 정보 � 본문�54~59쪽

기출 예제 �②

Exercises �1�①� 2�②� 3�①� 4�④� 5�③� 6�③

기출 예제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Welcome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How	can	I	help	you?

W:	 	Hi.	I	want	to	buy	admission	tickets.

M:	 	Okay.	They’re	$20	for	adults	and	$10	for	children.

W:	 		Good.	Two	 adult	 tickets	 and	 two	 child	 tickets,	

please.	And	I’m	a	member	of	 the	National	Robot	

Club.	Do	I	get	a	discount?

M:	 	Yes.	You	get	10	percent	off	all	of	 those	admission	

tickets	with	your	membership.

W:	Excellent.

M:	 	We	also	have	the	AI	Robot	program.	You	can	play	

games	with	the	robots	and	take	pictures	with	them.

W:	That	sounds	interesting.	How	much	is	it?

M:	 	It’s	just	$5	per	person.	But	the	membership	discount	

does	not	apply	to	this	program.

W:	Okay.	I’ll	take	four	tickets.

M:	 	So	two	adult	and	two	child	admission	tickets,	and	

four	AI	Robot	program	tickets,	right?

W:	Yes.	Here	are	my	credit	card	and	membership	card.

남:		과학기술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까요?

여:	안녕하세요.	입장권을	사고	싶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어른은	20달러이고	아이들은	10달러입니다.

여:		좋습니다.	어른	입장권	두	장과	아이	입장권	두	장	주세요.	그

리고	저는	국립	로봇	클럽의	회원입니다.	제가	할인을	받나요?

남:	네.	회원이시면	모든	입장권에	10퍼센트	할인을	받습니다.

여:	정말	잘됐네요.

남:		저희	박물관에는	AI	로봇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로봇들과	게

임을	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	그거	재미있겠네요.	얼마인가요?

남:		1인당	5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회원	할인은	이	프로그

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티켓	네	장을	살게요.

남:		그러면	어른	입장권	두	장과	아이	입장권	두	장,	그리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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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여:		물론이지요.	[잠시	후]	이것은	정말로	좋아요.	무독성이고	화

학물질이	없어요.

남:		제	아들은	피부가	민감해서	그것이	딱	맞겠네요.	얼마인가요?

여:		작은	병은	20달러이고,	큰	병은	90달러입니다.

남:		작은	병	세	개를	살게요.

여:		알겠습니다.	찾으시는	걸	도와드릴	그	밖에	다른	것이	있나요?

남:		네.	괜찮은	아기용	비누를	또한	찾고	있어요.

여:		그것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	한	개에	6달러인데,	

5개	이상	구입하시면	비누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으십

니다.

남:		오,	좋네요.	10개를	살게요.

여: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남:		네.	여기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Topic & Situation]	유아용	세제와	비누	구입

[Solution]	남자는	한	병에	20달러인	아기	전용	세제	작은	병	세	

개와	한	개에	6달러인	비누	10개를	사겠다고	했고	비누의	경우	

10%	할인이	된다.	따라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114’이다.

[Words & Phrases]
baby-safe�유아에게�안전한���detergent�세제���recommend�추

천하다���non-toxic�무독성의���chemical-free�화학물질이�없는���

sensitive�민감한

3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ello,	how	can	I	help	you?
W:	 	Hello,	I’d	like	to	get	some	vegetables.
M:	 	All	right.	What	are	you	thinking?
W:	 	I’d	like	some	of	this	lettuce	and	some	of	these	bell	

peppers.	How	much	are	they?
M: 		Lettuce	 is	 $2	 a	 head	 and	 bell	 peppers	 are	 $3	 a	

pound.
W: 		I’ll	 take	 two	heads	of	 lettuce	and	 three	pounds	of	

bell	peppers.
M: 	Okay.	Anything	else?
W: 	Yes,	I	need	some	carrots.
M: 	They’re	$5	a	bag.
W: 	All	right.	I’ll	get	a	bag	of	carrots.
M: 	Okay.	[Pause]	Here	you	are.
W: 	Thanks.	Here’s	$20.

남: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채소	몇	가지를	사고	싶어요.

여:		잘됐군요!	[잠시	후]	이	운동화는	얼마인가요?	디자인이	마음

에	들어요.

남:		정가는	90달러지만	지금은	50%	할인	판매	중입니다.

여:		와,	정말요?	신어	볼게요.	8사이즈	있나요?

남:		어디	봅시다.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여:		오,	잘	맞네요.	이	운동화	한	켤레를	살게요.	그리고	이	슬리

퍼는	얼마예요?	

남:		원래는	30달러인데,	70%	할인	판매	중입니다.

여:	좋군요.	제	사이즈	있나요?

남:	그럼요.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여:		오,	마음에	들어요.	그것	한	켤레도	살게요.	여기	제	신용	카

드가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신발	재고품	염가	판매

[Solution]	여자는	정가가	90달러인데	50%	할인	중인	운동화와	

원래	가격이	30달러인데	70%	할인	중인	슬리퍼를	사겠다고	말했

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54’이다.

[Words & Phrases]
clearance�sale�재고품�염가�판매���flyer�전단���originally�원래

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i.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M:	 	Yes.	I’d	like	to	buy	some	baby-safe	detergent.	Could	

you	recommend	one?
W:	 	Sure.	[Pause]	This	one’s	really	good.	It’s	non-toxic	

and	chemical-free.
M:	 	My	son	has	sensitive	skin,	so	that’ll	be	perfect.	How	

much	is	it?
W:	 	It’s	$20	for	a	small	bottle,	and	$90	for	a	big	one.
M:	 	I’ll	take	three	small	bottles.
W:	 	Okay.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find?
M:	 	Yeah.	I’m	also	looking	for	a	good	baby	soap.
W:	 	That’s	right	over	here.	[Pause]	It’s	$6	a	bar,	and	if	

you	buy	five	or	more	bars,	you	can	get	10%	off	the	

price	of	the	soap.
M:	 	Oh,	great.	I’ll	take	ten	bars.
W:	 	All	right.	I	can	check	you	out	over	here.
M:	 	Okay.	Here’s	a	credit	card.

여:		안녕하세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남:		네.	유아에게	안전한	세제를	사려고	합니다.	하나	추천해	주

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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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남:		목재로	된	것은	20달러예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15달러입니다.

여:		목재로	된	것을	두	개	살게요.	그리고	똑같은	목재로	된	더	작

은	치수의	액자가	있나요?

남:		네,	있습니다.	바로	다음	통로에	있어요.	[잠시	후]	바로	여기

예요.

여: 	마음에	드네요.	그것들도	두	개	살게요.

남: 		좋아요.	그것들은	하나에	10달러예요.	그리고	때마침	잘	오

셨네요.	저희	가게가	10주년을	기념하고	있어서	모든	액자가	

지금	10퍼센트	할인	판매	중이에요.

여: 	그것	참	잘됐군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어요.

[Topic & Situation]	사진	액자	구입

[Solution]	여자는	하나에	20달러인	큰	사이즈의	액자를	두	개,	

하나에	10달러인	작은	사이즈의	액자를	두	개를	구입한다고	말했

으므로	합계가	60달러인데	10퍼센트	할인	판매	중이므로,	여자

가	지불할	금액은	④	‘$54’이다.

[Words & Phrases]
aisle�통로���celebrate�기념하다���anniversary�기념일

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Welcome	to	Maui	Tour.	How	can	I	help	you?
M: 		Hi,	 I’d	 like	 to	 book	 a	 whale	 watching	 tour	 for	

tomorrow.
W: 		All	right.	We’re	having	a	promotion	on	our	full-day	

tour,	which	includes	whale	watching	and	snorkeling.	

It’s	$120	for	everything.
M: 		Do	 you	 have	 a	 shorter	 one?	We	 can’t	 take	 the	

full-day	one.
W: 		Yes,	we	do.	We	have	a	 two-hour	whale	watching	

tour	that	leaves	at	10	and	11	a.m.	It’s	$30.
M:	Sounds	good.	Does	that	include	lunch	on	the	boat?
W:	 	No,	 it	doesn’t.	But	we	have	a	 three-hour	 tour	 that	

also	 leaves	at	10	a.m.,	 and	 that	 includes	a	 lunch	

buffet	of	freshly-caught	fish	on	the	boat.
M:	Great.	I’ll	book	that	one.	How	much	is	it?
W:	 	It’s	$80	for	adults	and	half	that	price	for	children	12	

and	under.
M:	 	We	have	 two	adults	 and	one	 ten-year-old	 child.	

Here’s	my	credit	card.

여:		Maui	Tou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내일	있는	고래	관찰	관광을	예약하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		이	양상추	몇	통과	이	피망	몇	개를	원해요.	얼마인가요?

남: 	양상추는	한	통에	2달러이고	피망은	1파운드에	3달러입니다.

여: 	양상추	두	통과	피망	3파운드를	사겠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요?

여: 	네,	당근	몇	개를	사야	해요.

남: 	그것들은	한	봉지에	5달러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당근	한	봉지를	살게요.

남: 	네.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여기	20달러	받으세요.

[Topic & Situation]	채소	구입

[Solution]	여자는	한	통에	2달러인	양상추	두	통과	1파운드에	

3달러인	피망	3파운드를	사겠다고	말했고,	한	봉지에	5달러인	당

근	1봉지를	사기로	하고	20달러를	지불했다.	따라서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은	①	‘$2’이다.

[Words & Phrases]
lettuce�양상추���bell�pepper�피망

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W: 	Hi.	I’m	looking	for	some	photo	frames.
M: 	All	right.	They’re	right	over	here.
W:	Oh,	this	large	one	is	exactly	what	I’m	looking	for.
M: 	Great.	It	comes	in	wood	or	plastic.
W: 	Both	designs	are	nice.	How	much	are	they?	
M:	The	wooden	one	is	$20.	And	the	plastic	is	$15.
W:	 	I’ll	 take	 two	wooden	ones.	And	do	you	have	 the	

same	wooden	frame	in	a	smaller	size?
M:	 	Yes,	we	do.	Just	in	the	next	aisle	over.	[Pause]	Right	

here.
W:	 I	like	it.	I’ll	take	two	of	them,	too.
M: 		Okay.	They’re	$10	each.	And	you	came	at	a	good	

time.	We’re	celebrating	our	10th	anniversary	and	all	

of	our	frames	are	10%	off	right	now.
W:	 	That’s	great!	Here’s	my	credit	card.

남: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사진	액자를	몇	개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 	아,	이	큰	액자가	정확히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남: 	좋아요.	그것은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나와요.

여: 	두	디자인	다	좋네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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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W: 	Yes.	I’ll	buy	two.
M: 		All	right.	That’s	a	blender	with	a	trade-in	discount	

and	two	blades.	How	would	you	like	to	pay?
W: 	By	credit	card.
M: 	Okay.	Let	me	get	your	information.

[전화벨이	울린다.]

남: 	Easy	Home	Shopping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신의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는데	현

재	방송	중인	블렌더	때문에	전화했어요.

남: 	알겠습니다.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여: 		네.	하나를	주문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격에	판매세가	포함된	

건지	궁금했어요.

남: 	네.	판매세를	포함해서	150달러입니다.

여: 		그리고	TV에서	제	낡은	블렌더를	보내	드리면	10%의	보상	

판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남: 		맞습니다.	상표,	모델,	그리고	상태와	관계없이	할인을	받습

니다.

여: 	매우	좋아요!	제	블렌더를	보내	드릴게요.

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	블렌더를	배달할	때	그것을	가져오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날을	원하시나요?	개당	10달

러예요.	하지만	그것에는	10달러의	보상	판매	할인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

여: 	네.	두	개를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보상	판매	할인을	받는	블렌더	하나와	날	두	개

군요.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여: 	신용	카드로	할게요.

남: 	알겠습니다.	제게	고객님의	정보를	알려	주세요.

[Topic & Situation]	블렌더	구입

[Solution]	여자는	150달러짜리	블렌더를	10%	보상	판매	할인

을	받아	주문하면서	보상	판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개당	10달

러인	여분의	날을	두	개	주문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

액은	③	‘$155’이다.

[Words & Phrases]
blender�블렌더[믹서]���on�air�(라디오,�텔레비전이)�방송�중인���place�

an�order�주문하다���sales�tax�판매세���trade-in�보상�판매���no�
matter�~에�관계없이

여: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일	관광에	대해	판촉행사를	진행	중인

데,	그것은	고래	관찰과	스노클링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두	

포함해서	120달러예요.

남: 	더	시간이	짧은	것이	있나요?	우리는	종일	관광은	할	수	없어요.

여: 		네,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11시에	출발하는	두	시간짜리	고

래	관찰	관광이	있어요.	그것은	30달러예요.

남: 	좋아요.	그것에	선상에서의	점심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역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세	시간짜리	관광이	있는데	그것은	선상에서	갓	잡은	생선이	

있는	점심	뷔페를	포함하고	있어요.

남: 	좋아요.	그걸로	예약할게요.	얼마죠?

여: 	성인은	80달러이고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절반	가격이에요.

남: 		저희는	어른	두	명에	열	살짜리	어린이	한	명이에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어요.

[Topic & Situation]	고래	관찰	관광	예약

[Solution]	남자는	점심이	포함된	3시간짜리	고래	관찰	관광을	

예약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성인은	80달러이고	12세	이하의	어

린이는	그	절반	가격인	40달러이다.	남자의	일행은	성인	두	명에	

열	살짜리	어린이	한	명이므로	남자가	선택한	관광	상품의	소요	

시간과	지불할	금액은	③	‘3	hours	-	$200’이다.

[Words & Phrases]
promotion�판촉(행사)���freshly-caught�갓�잡은

6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Easy	Home	Shopping.	How	may	I	assist	you?
W: 		Hi,	I’m	watching	your	home	shopping	channel	now	

and	I’m	calling	about	the	blender	on	air	right	now.
M: 	Okay.	Would	you	like	to	place	an	order?
W: 		Yes.	 I’d	 like	 to	order	one.	But	I	was	wondering	 if	

sales	tax	is	included	in	the	price.
M: 	Yes.	It’s	$150,	including	sales	tax.
W: 		And	it	says	on	TV	that	if	I	send	you	my	old	blender,	

I	get	a	10%	trade-in	discount.
M: 		That’s	right.	You	get	a	discount	no	matter	the	brand,	

model	or	condition.
W: 	Great!	I’ll	send	in	my	blender.
M: 		Okay.	We’ll	pick	 it	up	when	we	deliver	your	new	

blender.	And	 would	 you	 like	 any	 extra	 blades?	

They’re	$10	each.	But	 the	10%	trade-in	discount	

doesn’t	apply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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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짜,	음식,	기념품은	언급되었지만	③	‘회비’는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c lass � reun ion � 동창회� � � go � ove r � ~을�검토[점검]하다���

reservation�예약���serve�(식당에서�음식을)�제공하다���order�주문

하다���souvenir�기념품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Brad,	check	out	 this	ad	in	 the	newspaper.	Sheldon	

High	School	is	hiring	a	new	school	bus	driver.
M:	 	Really?	I	should	apply.
W:	 	When	did	you	get	your	bus	driver’s	license?
M:	 	I	got	 it	6	years	ago.	Since	 then	 I’ve	occasionally	

worked	part-time	as	a	school	bus	driver.	
W:	 	Okay,	great.	Because	they	require	you	to	have	had	a	

valid	license	for	at	least	3	years.
M:	 	Are	there	any	other	requirements?
W:	 	Yeah.	You	must	be	over	21	years	old,	which	you	

clearly	are.
M:	 	All	right.	Anything	else?
W:	 	You	just	need	to	pass	a	physical	examination	and	a	

criminal	background	check.
M:	 		No	problem.	Does	it	say	how	much	the	pay	is?
W:	 	It	 says	 it’s	$25	per	hour	 and	you	get	healthcare	

benefits.
M:	 		That’s	not	bad.	Can	I	take	that	ad?
W:	 		Sure.	Here	you	go.

여:		Brad,	신문에	이	광고	좀	봐.	Sheldon	고등학교가	새로운	

학교	버스	운전기사를	고용한대.

남:		정말?	내가	지원해야겠다.

여:		버스	운전면허를	언제	땄니?

남:		6년	전에	땄어.	그	후로	가끔	시간제로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어.

여:		그래,	아주	잘됐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유효한	면허증을	적

어도	3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요구하거든.

남:		다른	요건들이	있니?

여:		응.	넌	21세가	넘어야	하는데,	넌	분명히	그렇지.

남:		좋아.	다른	건?

여:		신체검사와	범죄	경력	조회만	통과하면	돼.

10 언급 유무 � 본문�60~65쪽

기출 예제 �③

Exercises �1�④� 2�④� 3�⑤� 4�④� 5�⑤� 6�④

기출 예제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i,	Ross.	How’s	everything	going	for	our	Ten	Year	

Class	Reunion	Party?
M:	 	I	think	we’re	done,	Jennifer.
W:	 	Then	let’s	go	over	what	we’ve	prepared.
M:	 	I	already	booked	the	Silver	Corral	Restaurant	for	the	

party.
W:	 	Good.	 I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get	 a	

reservation	because	our	party	is	on	December	24th.
M:	 	Yeah,	we	were	lucky.
W:	 	What	food	will	they	serve?
M:	 	Their	 steak,	 spaghetti,	 and	pizza	are	 famous,	 so	

that’s	what	I	ordered.
W:	 	Sounds	delicious.	And	 the	souvenirs	 for	 the	party	

are	ready,	too.
M:	 	You	ordered	mugs	for	souvenirs,	right?
W:	 	Yes,	I	did.	I’ll	bring	them	that	day.
M:	 	Perfect.	It’s	going	to	be	a	great	party.

여:		안녕,	Ross.	우리	10주년	동창회	파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

남: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Jennifer.

여: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것을	검토해	보자.

남:		내가	이미	파티를	위해	Silver	Corral	식당을	예약했어.

여:		잘했어.	우리	파티가	12월	24일이라	예약하기	정말	어려웠

겠다.

남:	맞아,	우리가	운이	좋았어.

여:	그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해?

남:		그	식당의	스테이크,	스파게티,	그리고	피자가	유명해서	그걸

로	주문했어.

여:	맛있겠다.	그리고	파티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어.

남:	기념품으로	머그잔을	주문한	거	맞지?

여:	맞아,	주문했어.	그건	그날	내가	가져갈	거야.

남:	완벽하군.	멋진	파티가	될	거야.

[Topic & Situation]	10주년	동창회	파티	준비

[Solution]	Ten	Year	Class	Reunion	Party에	관해	장소,	날

44��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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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남:		1921년에.

여:		누가	그	당시에	그것을	지을	생각을	해	냈는지	궁금하네.

남:		George	Turner라는	사업가가	자신의	딸을	위해	지었어.	할	

수	있으면	언제	한번	그곳에	가	봐.

여:		그러고	싶어!	아빠에게	이번	겨울	방학에	거기에	데려다	달라

고	부탁드릴	거야.

남:		사실,	그곳은	그때는	열지	않아.	그곳은	날씨가	따뜻한	5월부

터	9월까지만	열어.

여: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년	여름에	거기에	갈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다.

남:		넌	그곳을	좋아할	거야.

[Topic & Situation]	Tiny	Town	미니어처	공원

[Solution]	Tiny	Town에	관해	위치,	건설	연도,	건설자,	개장	

기간은	언급되었으나,	④	‘편의	시설’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fairy�tale�동화���tiny�아주�작은���miniature�미니어처,�축소�모형���

come�up�with�~을�생각해�내다

3 정답 ⑤

M: 		Good	 morning,	 class.	Today,	 we’ll	 talk	 about	

dodos:	 flightless	birds	 that	 survived	 for	 several	

million	years	on	an	island	in	the	Indian	Ocean	with	

unfriendly	soil	and	climate.	 In	 the	1660s,	within	

a	century	after	Dutch	sailors	 landed	on	the	 island,	

they	disappeared.	It’s	believed	they	were	hunted	to	

extinction	because	they	were	tasty	and	easy	to	hunt.	

This	may	not	be	true,	 though.	Scientists	examined	

the	food	waste	from	early	settlements	and	found	no	

dodo	bones,	 so	dodos	weren’t	being	eaten.	Also,	

dodos	 lived	 in	 thick	 forests	 and	weren’t	 easy	 to	

hunt.	Most	likely,	they	went	extinct	because	people	

brought	 ship	 rats	 and	other	 animals	with	 them.	

Those	animals	spread	across	the	island,	eating	dodo	

eggs	and	competing	against	dodos	for	 food.	Now,	

let’s	look	at	some	pictures	of	dodos.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도새에	관해서	이야

기할	건데,	그들은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토양과	기후를	가진	

인도양의	한	섬에서	수백만	년	동안	생존했던	날지	못하는	새

였습니다.	1660년대에	네덜란드인	선원들이	그	섬에	상륙

한	지	1세기	이내에	그들은	멸종되었습니다.	그들은	맛이	있

고	사냥하기	쉬워서	사냥을	당해	멸종되었다고	믿어지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		문제없어.	급여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니?

여:		시간당	25달러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

남:		나쁘지	않네.	그	광고지를	내가	가져도	되니?

여:		물론이지.	여기	있어.

[Topic & Situation]	학교	버스	운전기사	채용

[Solution]	학교	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해	면허	소지	기간,	나

이,	신체검사,	급여는	언급되었으나,	④	‘근무	시간’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check �out � (흥미로운�것을)�살펴보다[보다]� � �hire �고용하다

occasionally�가끔���valid�(법적·공식적으로)�유효한���requirement�

요건,�필요(한�것)���criminal�background�check�범죄�경력�조회

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Pete,	this	is	a	funny	photo!	You	look	like	a	giant	in	a	

fairy	tale!
M:	 	Yeah.	It’s	when	I	went	to	Tiny	Town	last	summer.
W:	 	Where	is	that?
M:	 	It’s	in	Morrison,	Colorado.	It’s	the	oldest	miniature	

park	in	the	United	States.
W:	 	Really?	When	was	it	built?
M:	 	In	1921.
W:	 	I	wonder	who	came	up	with	the	idea	of	building	it	at	

that	time.
M:	 	A	businessman	named	George	Turner	built	it	for	his	

daughter.	If	you	can,	you	should	go	there	sometime.
W:	 	I’d	 love	 to!	 I’ll	ask	my	dad	 to	 take	me	 there	 this	

winter	break.
M:	 	Actually,	it’s	not	open	then.	It’s	only	open	from	May	

to	September,	when	it’s	warm.
W:	 	I	 see.	Then	 I’ll	 ask	him	 if	we	can	go	 there	next	

summer.
M:	 		You’ll	love	it.

여:		Pete,	이거	재미있는	사진이구나!	네가	마치	동화	속의	거인

처럼	보여!

남:		응.	그건	지난여름에	Tiny	Town에	갔을	때	찍은	거야.

여:		거기가	어디야?

남:		Colorado	주의	Morrison에	있어.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니어처	공원이야.

여:		정말?	언제	건설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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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여:		안녕하세요.	개인	트레이닝	수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

니다.

남:		물론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		우선,	개인	트레이닝	수업료는	얼마인가요?

남:		5회	수업제는	400달러이고	10회	수업제는	700달러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트레이너가	많이	있나요?

남:		네.	트레이너들	중	거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적어도	5년의	트레이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좋습니다.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요?

남:		근육	강화,	다이어트,	자세	교정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		좋군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		저희	웹사이트	www.getfitfitness.com에서	하실	수	있습

니다.	간단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웹사이트를	확인

해	볼게요.

[Topic & Situation]	Get	Fit	Fitness	Club
[Solution]	Get	Fit	Fitness	Club에	관해	개인	트레이닝	비용,	

여성	트레이너	비율,	프로그램	종류,	등록	방법은	언급되었지만	

④	‘준비물’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personal�개인적인���session�(특정한�활동을�위한)�시간���available�

이용할�수�있는���muscular�근육의���strengthen�강화하다���posture-
correcting�자세�교정���sign�up�for��~에�신청하다

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Amelia,	are	you	free	this	Friday	afternoon?
W:	 	Yes,	 I	don’t	have	any	afternoon	classes	 that	day.	

Why?
M: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go	to	an	architectural	

exhibition	at	the	Vienna	Applied	Arts	Museum.	It’s	

called	Beyond the Blue.
W:	 	Sure.	That	sounds	cool.
M:	 	I	 thought	you’d	 like	 to	go.	The	exhibition	started	

back	in	March	and	ends	this	Friday.
W:	 	Whose	works	are	being	displayed?
M:	 	They’re	 showing	 the	 works	 by	 the	Austrian	

architects	who	founded	Coop	Himmelblau.
W:	 	Oh,	 I’ve	heard	of	 them.	They’re	popular	 for	 their	

modern	concepts	and	designs.

초기	정착지의	음식	쓰레기를	조사했는데	도도새의	뼈를	발

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도도새는	식용되고	있지	않았습니

다.	또한,	도도새는	울창한	숲속에	살았고	사냥하기	쉽지	않

았습니다.	필시,	그들은	사람들이	배에	살던	쥐와	다른	동물

들을	자신들과	함께	데려왔기	때문에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섬	전체에	퍼져서	도도새의	알을	먹고	도도새와	

먹이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이제	도도새의	사진을	몇	장	봅시

다.

[Topic & Situation]	도도새의	멸종	이유

[Solution]	남자는	도도새가	맛이	있고	사냥하기	쉬워서	사냥을	

당해	멸종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한	사실은	아니며,	필시	사

람들이	데려온	쥐와	다른	동물들	때문에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말

하고	있으므로,	도도새	멸종의	가장	유력한	이유로	언급된	것

은	⑤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들	때문에’이다.

[Words & Phrases]
flightless�(새가)�날지�못하는���survive�생존하다���unfriendly�(토

지�등이)�살기에�적절하지�않은,�비우호적인���soil�토양���land�(비행기

나�배를�타고)�상륙[착륙]하다���extinction�멸종���examine�조사하다��

settlement�정착(지)���compete�경쟁하다

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Hello.	Get	Fit	Fitness	Club.
W:	 	Hi.	 I	 have	 some	 questions	 about	 your	 personal	

training	sessions.
M:	 	Sure.	What	would	you	like	to	know?
W:	 	First	of	all,	how	much	are	they?
M:	 	A	5-session	plan	 is	$400	and	a	10-session	plan	 is	

$700.
W:	 	Okay.	And	do	you	have	many	female	trainers?
M:	 	Yeah.	About	half	of	the	trainers	are	female.	And	they	

all	have	at	least	5	years	of	training	experience.
W:	Great.	Could	you	tell	me	about	the	programs	available?
M:	 	There	are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muscular	

strengthening,	diet	and	posture-correcting.
W:	 	Sounds	good.	How	do	I	sign	up	for	one?
M:	 	You	can	do	that	on	our	website,	www.getfitfitness.

com.	It’s	simple.
W:	 	All	right,	thanks.	I’ll	check	your	website	right	now.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Get	Fit	Fitness	Clu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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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Right.	Which	animals	go	into	holes	or	under	rocks	

when	it’s	hot?
W:	 	Reptiles	like	snakes	do	so.
M:	 	Correct!	Wow,	you	seem	to	have	studied	hard	for	the	

quiz.
W:	 	You’re	right.	Now,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this	 time.	What	are	 the	animals	 that	 like	 to	sleep	

when	it’s	too	hot?
M:	 	Toads	and	snails.
W:	 	Okay.	One	more	question.	How	do	desert	 lizards	

behave	to	survive	in	extreme	temperatures?
M:	 	They	run	quickly,	right?
W:	 	Yes.	They	run	quickly	to	minimize	contact	with	the	

hot	ground.

남:		Judy,	내일	생물	수업	시간에	볼	퀴즈	준비는	했어?

여:		그래.	서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때?

남:		좋아.	내가	먼저	질문할게.	사막	여우나	사막	토끼가	어떻게	

사막	더위에서	살아남는지	아니?

여: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커다란	귀를	이용하지,	그렇지?

남:		맞았어.	그럼	소는	어때?

여: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지.

남:		그렇지.	어떤	동물들이	더울	때	굴속이나	바위	아래로	들어가지?

여:		뱀과	같은	파충류가	그래.

남:		맞아!	와,	너는	퀴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것	같구나.

여:		그래.	자,	이번에는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	너무	더울	때

는	자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무엇이니?

남:		두꺼비와	달팽이야.

여:		좋아.	질문	한	개	더.	사막	도마뱀은	극한의	기온에서	생존하

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니?

남:		그들은	빨리	달려,	그렇지?

여:		그래.	뜨거운	지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달리지.

[Topic & Situation]	동물이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

[Solution]	여자가	너무	더울	때는	자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무엇이냐고	묻자	남자는	두꺼비와	달팽이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을	자는	동물로	언급된	것은	④	‘두꺼비’이

다.	①	사막	토끼	②	소	③	뱀	⑤	사막	도마뱀	

[Words & Phrases]
biology�생물학���survive�생존하다���lower�낮추다���extreme�극한

의,�극도의���minimize�최소화하다���contact�접촉

M:	 	Yeah.	They	don’t	put	walls,	pillars,	or	roofs	in	their	

architecture.
W:	 	That’s	amazing.
M:	 	I	heard	the	exhibition	is	full	of	creative	uses	of	metal	

and	glass.
W:	 	Really?	I	can’t	wait	to	see	their	work	in	person.

남:		Amelia,	이번	금요일	오후에	시간	있어?

여:		응,	그날	오후	수업이	없어.	왜?

남:		네가	Vienna	응용	미술	박물관에서	여는	건축	전시회에	가

고	싶은지	궁금했어.	그것은	Beyond the Blue라고	불려.

여:		물론이지.	근사하게	들린다.

남:		네가	가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어.	그	전시회는	지난	3월에	

시작했고	이번	금요일에	끝나.

여:		누구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니?

남:		Coop	Himmelblau를	설립한	오스트리아	건축가들의	작품

을	전시하고	있어.

여:		아,	그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어.	그들은	현대적인	개념과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남:		그래.	그들의	건축에는	벽,	기둥,	지붕이	없어.

여:		놀랍구나.

남:		전시회에는	금속과	유리를	독창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

여:		정말?	그들의	작품을	빨리	직접	보고	싶어.

[Topic & Situation]	Beyond the Blue	전시회

[Solution]	Beyond the Blue	전시회에	관해	장소,	기간,	출품팀	

명,	작품	재료는	언급되었지만	⑤	‘후원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architectural�건축(학)의���exhibition�전시회���display�전시하다���

architect�건축가���concept�개념���pillar�기둥���architecture�

건축���in�person�직접,�몸소

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Judy,	are	you	 ready	 for	 the	quiz	 in	biology	class	

tomorrow?
W:	 	Yeah.	How	about	asking	questions	to	each	other?
M:	 	Okay.	I’ll	quiz	you	first.	Do	you	know	how	desert	

foxes	or	desert	hares	survive	the	desert	heat?
W:	 	They	use	their	huge	ears	to	control	their	temperature,	

right?
M:	 	Good.	Then	how	about	cattle?
W:	 	They	lower	their	body	temperature	by	sw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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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The	International	Sand	Art	Festival	

is	back	in	 town!	Don’t	miss	your	chance	to	attend	

this	amazing	cultural	event	that	has	been	happening	

at	Emerald	Beach	annually	since	2014.	Thanks	 to	

funding	provided	by	the	city,	 this	event	 is	entirely	

free!	Come	and	see	professional	sand	artists	use	just	

sand	and	water	 to	compete	for	 this	year’s	number	

one	sculpture.	This	year,	 the	best	sand	artists	from	

four	 countries	—	India,	 Spain,	 Singapore,	 and	

France	—	will	participate	 in	 the	event.	The	grand	

prize	winner	will	receive	a	$5,000	cash	prize.	Don’t	

miss	out	on	this	exciting	summer	festival!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국제	모래	예술	축제가	도시에	

돌아왔습니다!	2014년	이래로	Emerald	해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	놀라운	문화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놓치지	마

십시오.	시의	자금	지원	덕분에	이	행사는	완전히	무료입니

다!	오셔서	전문적인	모래	예술가들이	모래와	물만을	사용해	

올해의	최고의	조각품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보십시오.	올해

는	4개국,	즉	인도,	스페인,	싱가포르,	그리고	프랑스의	최고	

모래	예술가들이	이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상	수상자

는	5천	달러의	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신나는	여름	축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Topic & Situation]	국제	모래	예술	축제

[Solution]	국제	모래	예술	축제에	참가하는	모래	예술가들은	모

래와	물만을	사용하여	조각품을	만든다고	했다.	따라서	담화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모래	예술가들이	모래,	물,	나무를	

사용해	조각품을	제작한다.’이다.

[Words & Phrases]
thanks�to�~�덕분에���entirely�완전히,�전적으로���professional�전

문적인����sculpture�조각품���participate�in�~에�참가하다���grand�

prize�대상

2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llo,	 listeners.	 I’m	Nick	Simpson	from	Healthy	

Little	Chefs,	 a	non-profit	organization	started	 in	

2004.	We’ve	created	an	organization	in	which	kids	

11 담화 내용 일치 � 본문�66~71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③� 2�⑤� 3�④� 4�③� 5�④� 6�⑤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Welcome	to	Good Day Movie.	We’d	

like	 to	 let	you	know	about	a	great	chance	 to	 see	

the	preview	of	 the	movie	Green Ocean	by	Feather	

Pictures.	One	hundred	people	will	be	invited	to	the	

event.	It’ll	begin	at	the	Glory	Theater	at	4	p.m.	next	

Saturday.	After	watching	the	movie,	you	can	meet	

and	 take	pictures	with	 the	actors	of	 the	movie.	 If	

you’re	interested,	apply	for	admission	tickets	on	the	

Green Ocean	homepage,	and	the	tickets	will	be	sent	

by	text	message	to	the	first	100	people	who	apply.	

Those	who	are	invited	will	be	given	a	poster	at	the	

theater.	Hurry	up	 and	don’t	miss	 this	 chance	 to	

watch	Green Ocean	in	advance.	Now	we’ll	be	back	

after	the	commercial	break.	So	stay	tuned.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Good Day Movie에	오신	것

을	환영합니다.	Feather	Pictures가	제작한	영화	Green 

Ocean의	시사회를	볼	멋진	기회에	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

다.	100명이	그	행사에	초대될	겁니다.	그	행사는	다음	주	토

요일	오후	4시에	Glory	극장에서	시작할	겁니다.	영화	관람	

후에	영화	출연	배우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습

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Green Ocean	홈페이지에서	입장권

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먼저	신청하는	100명에게	문자메시

지로	입장권이	발송될	것입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극장에서	

포스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둘러서	Green Ocean을	미

리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는	광고	시

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채널을	고정하세요.

[Topic & Situation]	Green Ocean	시사회	관람권

[Solution]	입장권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입장권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이다.

[Words & Phrases]
preview�시사회���apply�for�~을�신청하다���text�message�문자

메시지���in�advance�미리���commercial�break�광고�시간���stay�

tuned�채널을�고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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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for	adults	aged	50	years	and	older,	but	even	

those	who	are	younger	and	interested	are	welcome	

to	 attend.	 It’s	 going	 to	be	 five	days,	 from	 June	

3rd	 to	 the	7th,	 from	10	a.m.	 to	noon.	It’ll	be	held	

in	 the	meeting	room	on	 the	2nd	floor.	The	cost	 is	

$60	per	person,	and	there	are	group	discount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or	stop	by	the	

information	desk	near	the	entrance.	Thank	you.

여:		안녕하십니까,	방문객	여러분.	저는	지역사회	센터	활동	책

임자	Sarah	Browne입니다.	다가오는	Active	Lifestyle	

워크숍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워크숍은	더	활

동적인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

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	전문가이자	운동	트레이너인	Jenny	

Thompson	씨가	참석자들에게	10가지	유용한	운동을	통해	

지도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지침과	자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워크숍은	주로	50세	이상	성인을	위한	것이지

만,	더	젊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5일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

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열릴	것입

니다.	비용은	1인당	60달러이고	단체	할인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입구	근

처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들르십시오.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Active	Lifestyle	워크숍

[Solution]	여자가	Active	Lifestyle	워크숍이	2층에	있는	회의

실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지하에	있는	체육관에서	열릴	것이다.’이다.	

[Words & Phrases]
inform�알리다� � �upcoming�다가오는� � �specialist�전문가���

athletic�운동의���guide�지도하다,�안내하다���attendee�참석자���

resource�자료,�재료,�자원���attend�참석하다,�출석하다���stop�by�

~에�들르다

4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listeners!	I’m	Jason	Wellington	from	Rosehill	

Farm.	 It’s	 that	 time	of	year	again	when	our	 farm	

throws	its	annual	fall	festival.	As	usual,	it’ll	be	held	

on	the	first	weekend	of	October.	This	year	it’s	on	the	

3rd	and	4th.	It’s	from	10	a.m.	to	6	p.m.	Admission	is	

$12	per	person	on	site,	or	$10	if	you	book	online	in	

advance.	Children	aged	3	and	under	are	free!	Your	

admission	includes	access	to	pony	rides,	the	Spooky	

can	learn	and	showcase	their	cooking	skills.	Every	

year,	we	have	 the	Healthy	Little	Chefs	Cooking	

Contest	for	children	aged	6	to	12.	We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teaching	children	how	to	cook	their	

own	healthy	food.	We	also	give	nutrition	education	

classes	 at	 local	 schools	 and	community	centers.	

Becoming	a	member	costs	 just	$10	per	year.	With	

your	membership,	you’ll	receive	a	free	copy	of	our	

Healthy	Cooking	Recipes	eBook.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teach	children	healthy	cooking	skills	

in	a	fun	way!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2004년부터	시작된	비영

리	단체인	Healthy	Little	Chefs의	Nick	Simpson입니

다.	저희는	아이들이	자신의	요리	기술을	배우고	보여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저희는	6세부터	12세의	어

린이들을	위한	Healthy	Little	Chefs	요리	경연대회를	엽

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지

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양	교육	강좌를	엽니다.	회원

이	되기	위해서는	일	년에	10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회원

이	되시면	건강	요리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

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건강에	좋은	요리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Topic & Situation]	어린이	요리	교육	단체

[Solution]	남자가	Healthy	Little	Chefs의	회원이	되면	건강	

요리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회원은	단체에서	발행한	요리	전

자책을	구입할	수	있다.’이다.

[Words & Phrases]
non-profit�organization�비영리�단체���showcase�보여�주다,�전

시하다���nutrition�영양���recipe�요리법���opportunity�기회

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Good	afternoon,	visitors.	 I’m	Sarah	Browne,	 the	

community	center	activity	director.	I’d	like	to	inform	

you	of	 the	upcoming	Active	Lifestyle	Workshop.	

The	workshop	 is	 to	give	helpful	 tips	on	 leading	a	

more	active	lifestyle.	Health	specialist	and	athletic	

trainer	 Jenny	 Thompson	 will	 guide	 attendees	

through	10	useful	exercises	and	provide	guidelines	

and	resources	on	staying	active.	The	workshop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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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of	exhibitors	and	presenters.	Don’t	miss	

out!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로봇	공학	그리고	관련	기

술과	혁신에	관한	가장	큰	국제	전시회인	2020	글로벌	로봇	

박람회의	조직위원인	Julia	Garner입니다.	제1회	글로벌	로

봇	엑스포는	2016년에	시카고에서	열렸고,	그	이후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6월	14일과	15일	마드리

드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것의	주제는	인공	지능,	서비스	로

봇	공학	그리고	드론의	최신	발전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특별

히	30개가	넘는	워크숍과	자신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약	70
개의	기업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들의	전문	지식에서의	통찰

력에	대해	말하기	위해	20명의	업계	전문가가	강연을	할	것

입니다.	출품자와	발표자의	목록과	일정을	보려면	www.

globalexpomadrid.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Topic & Situation]	2020	글로벌	로봇	박람회	안내

[Solution]	올해	박람회에는	특별히	자신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약	

70개의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	④	‘약	30개	기업의	제품들이	전시될	것이다.’이다.

[Words & Phrases]
organizer�조직자,�주최자���exhibition�전시회���robotics�로봇�공

학���feature�특별히�포함하다���showcase�전시하다���insight�통찰

력���exhibitor�출품자,�출품�회사���presenter�발표자���miss�out�놓

치다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llo,	 everyone.	 I’d	 like	 to	 recommend	a	great	

program	if	you’re	 looking	for	a	unique	experience	

next	semester.	The	Ontario	Science	Centre	Program	

offers	 students	hands-on	opportunities	 to	explore	

science	and	mathematics	 in	unique	settings.	The	

program	is	held	every	Saturday	from	10	a.m.	 to	3	

p.m.	The	program	is	 free	as	 it’s	supported	by	 th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he	 application	

deadline	 is	 Friday,	 February	 14.	 Selection	 is	

based	on	 the	written	application	and	 two	 teacher	

recommendation	letters,	one	of	which	must	be	from	

a	 science	or	math	 teacher.	 If	you	have	a	 love	of	

science	and	math,	apply	now!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us	at	416-696-4620.

Walk,	tractor	rides,	pumpkin	picking	and	our	famous	

corn	maze.	Our	sales	office	closes	at	5	p.m.	every	

day	and	the	farm	closes	one	hour	later.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to	Rosehill	Farm	Fall	Festival	and	

have	a	blast!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Rosehill	농장의	Jason	

Wellington입니다.	저희	농장이	일	년	중	연례적으로	가을	

축제를	여는	때가	다시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것은	10
월의	첫째	주말에	개최될	것입니다.	올해는	3일과	4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까지입니다.	입장료는	현장에서	1인당	

12달러이거나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면	10달러입니다.	3세	

이하	어린이들은	무료입니다!	입장료에는	조랑말	타기,	유령	

산책,	트랙터	타기,	호박	따기,	그리고	저희의	유명한	옥수수	

미로	이용이	포함됩니다.	저희	영업소는	매일	오후	5시에	문

을	닫으며,	농장은	한	시간	후에	문을	닫습니다.	가족과	친구

들을	Rosehill	농장의	가을	축제에	데려와	즐거운	시간	보내

세요!

[Topic & Situation]	Rosehill	농장	가을	축제

[Solution]	남자가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장권을	예매하면	1인당	

10달러라고	말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입장료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면	1인당	12달러이다.’

이다.

[Words & Phrases]
annual�연례의���admission�입장료���in�advance�미리���pony�

조랑말���spooky�유령이�나올�것�같은,�무시무시한���corn�옥수수���

maze�미로���have�a�blast�즐거운�시간을�보내다�

5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I’m	Julia	Garner,	organizer	for	the	

2020	Global	Robot	Expo,	 the	 largest	 international	

exhibition	on	 robotics,	 related	 technologies	 and	

innovation.	The	1st	Global	Robot	Expo	was	in	2016,	

in	Chicago,	and	it’s	been	growing	every	year	since.	

This	year,	 the	expo	will	 take	place	 in	Madrid	on	

June	14	and	15.	Its	theme	is	the	lates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robotics	and	drones.	

This	year’s	expo	will	feature	over	30	workshops	and	

around	70	companies	 showcasing	 their	products.	

There	will	also	be	20	industry	experts	giving	talks	to	

share	their	insights	in	their	fields	of	expertise.	Please	

visit	www.globalexpomadrid.com	to	see	a	 list	and	

50��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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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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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12 도표 내용 일치 � 본문�72~77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③� 2�①� 3�③� 4�②� 5�①� 6�①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Ms.	Roberts,	we’re	going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City	next	week.	Why	don’t	we	book	the	flight	

on	this	website?

W:	 	Okay,	Mr.	White.	Let’s	 take	a	 look	at	 the	 flight	

schedule.

M:	Sure.	How	much	can	we	spend	on	the	flight?

W:	 	Our	company	policy	doesn’t	allow	us	to	spend	more	

than	$800	per	ticket.

M:	 	I	see.	And	what	about	the	departure	time?	I	have	to	

take	my	daughter	 to	daycare	early	 in	 the	morning	

that	day.

W:	 	Then	how	about	choosing	a	flight	after	9	a.m.?

M:	 	That’ll	be	great.	Which	airport	should	we	arrive	at?

W:	 	JFK	is	closer	to	the	company	we’re	visiting.

M:	Oh,	you’re	right.	Let’s	go	there.

W: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nonstop	or	one	stop.

M:	 	I	don’t	want	to	spend	hours	waiting	for	a	connecting	

flight.

W:	Me,	neither.	We	should	choose	the	nonstop	flight.

M:	Okay.	Let’s	book	the	flight	now.

남:		Roberts	씨,	우리는	다음	주에	뉴욕으로	출장을	갈	겁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항공편을	예약하는	게	어때요?

여:	알겠습니다.	White	씨.	비행기	시간표를	보죠.

남:	네.	우리가	항공편에	얼마를	쓸	수	있죠?

여:		우리	회사	정책으로	인해	티켓당	800달러	넘게	쓸	수는	없습

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각은	어떤가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하거든요.

여:	그렇다면	오전	9시	이후의	항공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요?

남:	그것이	좋겠네요.	우리는	어느	공항에	도착하게	되나요?

여:	JFK가	우리가	방문하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남:	아,	당신	말이	맞네요.	거기로	가죠.

여:		그러면	우리에게는	직항	또는	한	번	갈아타야	하는	항공편	이

렇게	두	개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특별한	경험을	찾

고	있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Ontario	Science	Centre	Program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환경에서	과학과	수학을	탐구할	수	있는	직접	체험	기회를	제

공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열립니다.	그	프로그램은	Toronto	지구	교육	위원회

가	후원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월	14일	금

요일입니다.	선발은	자필	지원서와	두	명의	교사	추천서를	기

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추천서	중	하나는	과학	또는	수학	교

사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과학과	수학을	좋아한다면	지금	

지원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저희에게	416-696-
462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opic & Situation]	Ontario	Science	Centre	Program	안내

[Solution]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은	자필	지원서와	두	명의	교사	

추천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추천서	중	하나는	과학	또는	수학	교

사로부터	받아야만	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⑤	‘지원자는	과학	교사	두	명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다.

[Words & Phrases]
unique�특별한���hands-on�직접�해�보는���support�지원하다,�후원

하다���district�지구,�지역���school�board�교육�위원회���application�

신청[지원](서)���selection�선발,�선정���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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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입니다.

여: 		제	친구는	비행시간이	최소한	20분인	것을	제가	구매하는	것

을	추천했습니다.

남: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드론은	실수로	물건들에	부

딪힐	수	있어서	충돌	방지	기술이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진	이	모델	중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여:		음,	이것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240달러는	제	예산	밖입

니다.

남:		그러면	남아	있는	두	가지	사이에는	작은	가격	차이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은품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		저는	도구	수리	키트가	포함된	이	모델을	택하겠어요.	저는	

이미	집에	휴대용	케이스가	있거든요.

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쪽에	가서	손님을	위해	하나를	가

져오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드론	구입

[Solution]	여자가	드론을	고르면서	비행시간이	최소	20분이고	

충돌	방지	기술을	갖추고	가격은	240달러	미만인	두	모델	중	도

구	수리	키트가	포함된	모델을	택하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구입

할	드론은	③이다.

[Words & Phrases]
accidental ly�실수로,�우연히� � �bump� into�~에�부딪히다���

collision�충돌���avoidance�방지���remaining�남아�있는

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oney,	what’s	that	flyer	for?
M:	 	This	 is	 for	 fall	 classes	at	Middleton	Community	

Center.	I’d	like	to	take	one	of	them.
W:	 	Good	idea.	Which	one	are	you	thinking	about?
M: 		They	all	seem	interesting,	but	Pilates	is	more	than	I	

want	to	pay.
W: 		Yeah,	 that’s	 pretty	 expensive.	And	 don’t	 take	

anything	on	 the	weekend.	We’re	always	busy	on	

weekends.
M: 	Yeah,	something	during	the	week	would	be	better.
W:	 	I	agree.	Do	you	care	about	which	location	you	go	

to?	They’re	 both	 about	 the	 same	 distance	 from	

home.
M:	 	Yeah,	but	the	downtown	ones	are	closer	to	my	work,	

남:	연결	항공편을	기다리며	몇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	저도	그렇습니다.	직항	항공편을	선택해야겠어요.

남:	좋습니다.	지금	그	항공편을	예약합시다.

[Topic & Situation]	출장을	위한	항공편	예약

[Solution]	비행기	티켓값은	800달러를	넘을	수	없고,	비행기는	

오전	9시	이후에	출발해야	한다.	도착	공항은	JFK이고,	직항	항

공편을	선택해야겠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예약할	항공편은	

④이다.

[Words & Phrases]
go�on�a�business�trip�출장을�가다���book�예약하다���policy�정책���

departure�출발���daycare�어린이집���option�선택���connecting�

flight�연결�항공편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may	I	help	you?
W:	 	Hi.	I’d	like	to	buy	a	drone.
M:	 	All	 right.	These	are	 the	five	models	we	have	right	

now.
W: 		My	friend	recommended	I	get	one	with	at	 least	20	

minutes	of	flight	time.
M: 			That’s	a	great	 idea.	And	drones	can	accidentally	

bump	 into	 things,	 so	 having	one	with	 collision	

avoidance	technology	is	better.
W:	 	I’ll	 take	one	of	 these	models	with	 that	 technology	

then.
M:	 	All	right.
W:	 	Hmm,	this	one	 looks	great,	but	$240	is	out	of	my	

budget.
M:	 	Then	between	the	remaining	two,	there’s	just	a	small	

price	difference.	They	come	with	different	free	gifts	

though.
W:	 	I’d	 rather	get	 this	model	 that	 comes	with	 a	 tool	

repair	kit.	I	already	have	a	carrying	case	at	home.
M:	 	Okay,	then	I’ll	go	grab	one	for	you	in	the	back.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드론을	사고	싶어서요.

남: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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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sent	another	driver	 to	Ron	Regency	 to	pick	up	

Paul.

M:	 	All	 right.	Then	I’ll	go	 to	JK	Marquis	for	 the	9:10	

pickup.

W:	 	Yes.	After	 that,	 stop	by	Holidays	Hotel	 for	 Jose.	

That	is	the	Holidays	Hotel	on	Biscayne	Street.

M:	 	Okay.

W:	 	And	the	9:30	pickup	got	canceled,	so	you	don’t	have	

to	go	to	Wideham	to	pick	up	Ivan.

M:	 	All	right.	Then	lastly	I’ll	go	straight	to	C	Hotel	for	

Emerson.	Is	that	all?

W:	 	Yes.

M:	 	Okay.	Thanks	for	understanding	my	traffic	situation	

this	morning.	See	you	when	I	get	back.

여:		좋은	아침이에요,	Jim.

남:		좋은	아침이에요,	Cathy.	늦어서	미안해요.	문자를	보냈듯이	

오늘	아침에	교통체증이	정말	심했어요.

여:		괜찮아요.	늦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픽업	일정을	약간	바꿨

어요.

남:		알겠어요.

여:		Paul을	데리러	Ron	Regency로	다른	운전자를	보냈어요.

남: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9시	10분	픽업을	위해	JK	Marquis
로	갈게요.

여:		네.	그러고	나서	Jose를	태우러	Holidays	Hotel에	들러요.	

그것은	Biscayne	Street에	있는	Holidays	Hotel이에요.

남:		알겠어요.

여:		그리고	9시	30분	픽업은	취소됐으니	 Ivan을	픽업하러	

Wideham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남: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Emerson을	태우러	C	

Hotel로	곧바로	갈게요.	그것이	전부죠?

여:		네.

남:		알겠어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을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돌

아와서	봐요.

[Topic & Situation]	차량	픽업	일정표	변경

[Solution]	남자는	픽업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9시	10분	픽업

을	위해	JK	Marquis(Amy),	Jose를	위해	Holidays	Hotel,	

그리고	마지막으로	Emerson을	위해	C	Hotel로	가야	한다고	했

으므로,	남자가	차로	태우고	와야	하는	사람은	③	‘Amy,	Jose,	

Emerson’이다.

[Words & Phrases]
text�(휴대전화로)�문자를�보내다���lastly�마지막으로���straight�곧바

로,�곧장

so	those	would	be	better.
W:	 	Then	 it	 just	comes	down	to	whether	you’d	 like	 to	

take	a	class	before	work	or	after	work.
M:	 	I’d	rather	take	this	one	in	the	morning.	Then	I’d	have	

a	lot	of	energy	when	I	get	to	work.
W:	 	Sounds	good.

여:		여보,	그	전단은	뭐예요?

남:		이것은	Middleton	커뮤니티	센터의	가을	강좌에	대한	거예

요.	그것들	중	하나를	듣고	싶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것을	생각	중이에요?

남: 		그것들이	모두	재미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필라테스는	내가	

지불하려는	비용보다	비싸요.	

여: 		네,	그것은	꽤	비싸네요.	그리고	주말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고르지	말아요.	우리는	항상	주말에	바쁘잖아요.

남: 	네,	주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여:		동감이에요.	당신이	어느	장소로	가는지가	상관있어요?	그것

들은	모두	집에서	대략	똑같은	거리예요.

남:		네,	하지만	시내에	있는	것들이	내	직장에서	더	가까워서	그

것들이	더	좋을	거예요.

여:		그러면	결국	당신이	근무	전에	수업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근

무	후에	수업을	듣고	싶은지가	되네요.

남:		나는	아침에	있는	이것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여:		좋은	것	같아요.

[Topic & Situation]	Middleton	커뮤니티	센터	가을	스포츠	강

좌	등록

[Solution]	남자가	가을	스포츠	강좌를	고르면서	필라테스는	비

싸서	제외하고	주중이면서	시내에	있는	강좌가	좋다고	했고,	남은	

두	개	중에서	근무	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남자

가	등록할	강좌는	①이다.

[Words & Phrases]
flyer�(광고·안내용)�전단���location�장소,�위치���distance�거리

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Good	morning,	Jim.
M:	 	Good	morning,	Cathy.	I’m	sorry	I’m	late.	As	I	texted	

you,	traffic	was	really	bad	this	morning.
W:	 	That’s	okay.	Since	I	knew	you	were	going	to	be	late,	

I	made	some	changes	to	your	pickup	schedule.
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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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5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What’s	that,	Oliver?
M:	 	It’s	a	 flyer	 for	 the	Beaver	Creek	Summer	School	

Classes.	They	have	so	many	cool	classes.
W:	 	If	you’d	like,	you	can	join	one.
M:	 	Really,	Mom?	Thanks!	Let’s	see.	All	of	them	seem	

good	except	this	Children’s	Circus	class.
W:	 	I	know	you’re	not	a	big	fan	of	circuses.	Then	what	

about	this	one?	You	like	drawing	and	painting.
M:	 	That’s	true,	but	aren’t	we	going	camping	that	week?
W:	 	Oh	yeah,	that’s	right.	We’re	camping	July	21st	to	the	

28th.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emaining	three?
M:	 	I	think	this	one	ends	too	late.	It	ends	at	4:30	p.m.,	so	

it’ll	be	hard	to	make	my	swimming	lessons	at	5	p.m.
W:	 	Then	you	have	to	choose	between	these	two.
M:	 	I	 think	 this	would	be	better.	 It’s	more	expensive	

though.
W:	 	No	problem.	It	sounds	like	a	good	one.

여:		그게	뭐니,	Oliver?

남:		Beaver	Creek	여름학교	수업	전단이에요.	좋은	수업이	정

말	많이	있어요.

여:		네가	좋다면,	참가해도	돼.

남:		정말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어디	보자.	이	어린이	서커스	

수업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		네가	서커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럼	이건	

어때?	너는	소묘와	회화를	좋아하잖아.

남:		그건	사실이지만,	그	주에	우리가	캠핑을	가지	않나요?

여:		아	그래,	맞아.	우리는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캠핑을	할	거

야.	남은	세	개는	어때?

남:		이것은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오후	4시	30분에	끝나

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수영	수업에	가기	어려울	거예요.

여: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골라야	해.

남: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비싸요.

여:		괜찮아.	그것은	좋은	수업인	것	같구나.

[Topic & Situation]	Beaver	Creek	여름학교	수업

[Solution]	남자는	어린이	서커스	수업은	싫어하고	가족	캠핑	기

간인	7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며,	오후	4
시	30분에	끝나는	수업은	안	되고	남은	두	수업	중에	더	비싼	수

업을	선택했으므로,	남자가	참가할	여름학교	수업은	①이다.		

[Words & Phrases]
flyer�(광고,�안내용)�전단���drawing�소묘,�데생

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oney,	I	 found	a	website	 that	sells	 reusable	straw	

sets.	Why	don’t	we	get	a	set?

W:	 	That’s	a	good	idea.	We	waste	so	many	straws.

M:	 	Which	set	would	you	like	to	buy?

W:	 	They	all	 look	nice,	but	I	don’t	 think	we	should	get	

glass	straws.	They’d	break	too	easily.

M:	 	Good	point.	Let’s	get	one	of	the	other	four	sets.

W:	 	How	about	this	one?	It	comes	with	more	straws	than	

the	other	sets.

M:	 	Yeah,	but	I’d	like	at	least	some	curved	straws.

W:	 	All	right.	Then	it’s	among	these	three.	Hold	on.	This	

one’s	pretty	expensive.	Spending	more	 than	$20	

seems	like	too	much.

M:	 	I	agree.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W:	 	What	about	 this	set?	It	comes	with	more	cleaning	

brushes.

M:	 	Okay.	Let’s	buy	it.

남:		여보,	재사용	가능한	빨대	세트를	파는	웹사이트를	찾았어요.	

한	세트	사는	게	어때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빨대를	매우	많이	낭비해요.

남:		어떤	세트를	사고	싶어요?

여:		모두	좋아	보이지만,	유리	빨대를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은	너무	쉽게	깨질	수도	있어요.	

남:		좋은	지적이에요.	나머지	4세트	중	하나를	삽시다.

여:		이건	어때요?	그것은	다른	것들보다	빨대가	더	많아요.

남:		그래요,	하지만	굽은	형	빨대도	최소한	몇	개	있으면	좋겠어요.

여:		좋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꽤	비

싸네요.	20달러	넘게	쓰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		동의해요.	그럼	두	가지	선택사항이	남았어요.

여:		이	세트는	어때요?	더	많은	청소용	솔이	딸려	와요.

남:		좋아요.	그것을	삽시다.

[Topic & Situation]	재사용	빨대	세트

[Solution]	두	사람은	유리	빨대는	제외하고	굽은	형	빨대를	포함

하고	있으면서	20달러가	넘지	않으며	청소용	솔이	더	많이	딸려

오는	세트를	사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구입할	재사용	빨대	세

트는	②이다.	

[Words & Phrases]
reusable�재사용�가능한���straw�빨대���waste�낭비하다���curved�

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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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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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말	좋네요.	우리는	또한	토요일에	이것도	할	수	있죠?	하지

만	그게	꽤	비싸기는	해요.

여:	한	주말에	두	프로그램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Topic & Situation]	Sunlight	미술관	프로그램

[Solution]	두	사람은	Early Rubens는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요일	오전에	브런치를	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	중에	오후	5시	30분까지	여는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토요

일에도	20달러	미만인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므로,	두	사람이		이

번	주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프로그램은	①	‘Slow	Art	Day,	

Gallery	Talk’이다.

[Words & Phrases]
attend�참여하다,�참석하다

6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What	are	you	looking	at,	honey?

W:	 	It’s	a	brochure	from	Sunlight	Art	Gallery.	There	are	

lots	of	new	programs.	Have	a	look.

M:	 	Oh,	all	of	them	sound	interesting.	Why	don’t	we	go	

there	this	weekend?

W:	 	Good	 idea.	We’ve	already	been	 to	Early Rubens 

though.

M: 		Yeah.	 It	was	good.	Let’s	 try	a	new	one	 this	 time.	

What	do	you	think	of	this	one?		

W: 		It	 sounds	 interesting,	 but	 we	 have	 plans	 to	 eat	

brunch	with	my	parents	this	Sunday	morning.

M: 		That’s	right.	Then	why	don’t	we	go	to	this	one	after	

brunch?	It’s	open	until	5:30	p.m.	

W:	 	Okay,	 let’s	 do	 that.	And	 I’d	 like	 to	 attend	 this	

program	on	Saturday,	too.	What	do	you	think?		

M: 		It	sounds	interesting.	And	it’s	not	expensive.	It’s	less	

than	$20.	Let’s	do	it.	

W: 	Sounds	good.	

M: 		Great.	Could	we	also	do	this	one	too	on	Saturday?	

It’s	quite	expensive	though.		

W: 	I	think	two	programs	are	enough	for	one	weekend.

M:	 	You’re	right.

남:		뭘	보고	있어요,	여보?

여:		Sunlight	미술관의	안내	책자예요.	새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

요.	한번	보세요.

남:		오,	모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말에	거기	가지	않

을래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Early Rubens는	다

녀왔어요.

남: 		그래요,	그거	좋았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봅시다.	

이건	어때요?

여: 		재미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내	부모

님과	브런치를	먹을	계획이	있어요.

남: 		맞아요.	그럼	브런치	후에	여기에	가는	게	어때요?	그것은	오

후	5시	30분까지	열어요.	

여: 		좋아요,	그것을	해요.	그리고	나는	토요일에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지	않네요.	20달러	미만이

네요.	그것을	해요.		

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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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마워.	그리고	넌	Kawanu	Hotel에	머물렀지,	맞지?	그곳

이	쇼핑몰에서	매우	가깝다고	들어서	그곳에	머무를	생각이

야.	거긴	어땠니?

남:		글쎄,	나는	그곳을	추천하지	않아.	호텔	주변에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어서	매우	시끄러웠어.	그리고	내년	봄이나	돼야	끝

이	날	거야.

여:		아,	틀림없이	정말	불편했겠구나.

남:		응.

여:		내	여동생에게	그것을	말해야겠어.	정보	고마워.

[Topic & Situation]	머물렀던	호텔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Solution]	남자는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텔	주변에	공사

가	많이	진행	중이어서	매우	시끄러워서	그	호텔을	여자에게	추천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머물렀던	호텔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③	‘주변	공사로	시끄러워서’이다.

[Words & Phrases]
pricy�비싼���construction�공사,�건설���go�on�일어나다,�벌어지다���

noisy�시끄러운���uncomfortable�불편한

0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Cell phone rings.]

W:	Hi,	Lukas.
M:	 	Hey,	Chloe.	Do	you	want	to	go	mountain	biking	this	

weekend?
W:	 I	wish	I	could,	but	I	can’t.
M:	 	Oh,	does	your	 leg	still	hurt	 from	falling	off	your	

bike	last	weekend?
W:	 	It’s	a	 little	sore,	but	 I	can	 ride.	 It’s	a	good	 thing,	

though,	that	I	was	wearing	a	helmet.
M:	 	For	sure!	What	did	your	mom	say	when	she	saw	

your	leg?
W:	 	She	was	worried.	But	she	was	glad	it	wasn’t	worse,	

especially	when	she	saw	how	damaged	my	bike	was.
M:	 	Oh,	 is	 that	 why	 you	 can’t	 bike	 this	 weekend?	

Because	you	haven’t	gotten	your	bike	fixed	yet?
W:	 	No,	 I	got	 it	 repaired	already.	 It	wasn’t	 even	 that	

expensive	to	fix.
M:	 	That’s	good.	So	you’re	 just	 relaxing	at	home	 this	

weekend?
W:	 	No.	 I’ve	got	 to	work	Saturday	and	Sunday	at	my	

part-time	 job.	My	coworker’s	on	vacation.	That’s	

why	I	can’t	ride.

13 유형 다지기 II � 본문�78~81쪽

01�③�� 02�①� 03�④� 04�②� 05�③� 06�④
07�③�� 08�③� 09�③� 10�⑤� 11�③� 12�③

0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Julian,	how	was	Hawaii?

M:	 	It	was	really	great!

W:	 	Glad	to	hear	 it!	I’ve	been	searching	the	Internet	 to	

go	there	over	the	winter	with	my	sister.

M:	 	Oh,	you’re	going	to	love	it.

W:	 	Yeah,	I	can’t	wait.	How	was	the	food?

M:	 	So	 good,	 even	 the	 free	 breakfast	 at	 the	 hotel.	

Everywhere	we	ate	 at	 for	 lunch	 and	dinner	was	

really	good.

W:	 	Could	you	recommend	some	places	that	aren’t	 too	

pricy?

M:	 	Sure.	I’ll	email	you	a	list	of	some.

W:	 	Thanks.	And	you	stayed	at	Kawanu	Hotel,	didn’t	

you?	 I	heard	 that	 it’s	very	close	 to	 the	 shopping	

mall,	 so	we’re	 thinking	about	staying	 there.	How	

was	it?

M:	 	Well,	 I	 don’t	 recommend	 it.	There	was	 a	 lot	 of	

construction	going	on	around	 the	hotel,	 so	 it	was	

very	 noisy.	And	 it	 won’t	 be	 finished	 until	 next	

spring.

W:	 	Oh,	that	must	have	been	pretty	uncomfortable.

M:	 	Yeah.

W:	 	I’ll	 mention	 that	 to	 my	 sister.	Thanks	 for	 the	

information.

여:		Julian,	하와이는	어땠니?

남:		정말	좋았어!

여:		그	말을	들으니	기뻐!	내가	여동생과	겨울	동안	그곳에	가려

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거든.

남:		아,	너는	그곳을	좋아하게	될	거야.

여:		응,	빨리	가고	싶어.	음식은	어땠니?

남:		정말	좋았어,	호텔의	무료	조식까지도.	우리가	점심과	저녁을	

먹었던	모든	곳이	정말	좋았어.

여:		너무	비싸지	않은	장소	몇	군데를	추천해	줄	수	있니?

남:		물론이지.	몇	군데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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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W:	 	All	right.	Under	5	he’d	be	free,	but	since	he’s	over	5,	

it’s	$50	for	him.	And	are	you	possibly	staying	at	the	

Westwood	Hotel	across	the	street?
M:	 	Yes,	we	are.	Do	we	get	a	discount?
W:	 	Yes.	Westwood	guests	get	10%	off	the	ticket	price.	I	

just	need	to	see	your	room	key.
M:	 	That’s	great.	[Pause]	Here	it	is.
W:	 	Thanks.	And	how	would	you	like	to	pay?
M:	 	By	cash.	Here	you	are.

여:		안녕하세요.	Sunshine	Dinner	Cruises에	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오늘	밤	디너	크루즈	표를	아직	구할	수	있나요?

여:		네.	저녁	7시와	저녁	9시	크루즈	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		잘됐네요!	그러면	저녁	7시	크루즈에	어른	두	명과	어린이	한	

명	표를	원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어른	표는	장당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몇	살이죠?

남:		9살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5세	미만은	무료인데,	아드님이	5세가	넘었으므

로	50달러입니다.	그리고	혹시	길	건너	Westwood	Hotel
에	머무르고	있으신가요?

남: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나요?

여:		네.	Westwood	투숙객은	표	가격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

습니다.	방	열쇠만	확인하면	됩니다.

남:		잘됐네요.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시겠어요?

남: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Topic & Situation]	디너	크루즈	티켓	구매

[Solution]	장당	100달러인	어른	표	2장은	200달러이고	9세인	

아들의	표는	50달러인데	Westwood	호텔의	투숙객이어서	총금

액(250달러)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게	되므로,	남자가	지불

할	금액은	④	‘$225’이다.

[Words & Phrases]
stop�by�~에�잠시�들르다���available�구할[이용할]�수�있는���guest�

투숙객���cash�현금

0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ello.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W:	 	Yes.	I	need	to	make	a	bulk	order	of	plastic	binders.
M:	 	Okay.	What	kind	are	you	looking	for?
W:	 	Well,	 I	need	some	A4	size	ones	and	some	B4	size	

M:	Oh,	I	see.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안녕,	Lukas.

남: 	안녕,	Chloe.	이번	주말에	산악자전거	타러	갈래?

여: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남: 		아,	지난	주말에	자전거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다리가	아직	아

프니?

여: 		약간	쑤시긴	하지만,	탈	수는	있어.	그래도	내가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게	다행이야.

남: 	물론이지!	네	다리를	보셨을	때	너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니?

여: 		걱정하셨지.	하지만	엄마는	특히	내	자전거가	얼마나	파손됐

는지를	보셨을	때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

셨어.	

남: 		아,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거야?	네	자전

거를	아직	고치지	않아서?	

여: 	아니,	벌써	고쳤어.	고치는	데	그다지	비싸지도	않았어.

남: 	잘됐구나.	그러면	넌	이번	주말에	그냥	집에서	쉴	거니?

여: 		아니.	시간제	일자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야	해.	내	

동료가	휴가	중이거든.	그것이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이

유야.

남: 	아,	그렇구나.

[Topic & Situation]	산악자전거	타기

[Solution]	여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했으므

로,	여자가	주말에	산악자전거를	타러	가지	못하는	이유는	①	‘근

무를	해야	해서’이다.

[Words & Phrases]
go�mountain�biking�산악자전거를�타러�가다���sore�쑤시는,�아픈,�

쓰린���fix�수리하다���part-time�job�시간제�일(자리)���coworker�동료

0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Thanks	 for	 stopping	by	Sunshine	Dinner	

Cruises.	What	can	I	do	for	you?
M:	 	Hello.	Are	 tickets	 for	 tonight’s	dinner	cruise	still	

available?
W:	 	Yes.	There	are	still	 tickets	left	for	the	7	p.m.	and	9	

p.m.	cruises.
M:	 	Perfect!	Then	I	want	tickets	for	two	adults	and	one	

child	for	the	7	p.m.	cruise.
W:	 	Okay.	The	adult	tickets	are	$100	each.	And	how	old	

is	your	child?
M:	 	H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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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i.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M:	 	Yes.	Where	are	aquarium	filters?

W:	 	They’re	right	over	here.	Just	follow	me.

M:	 	Thanks.	My	aquarium	is	30	gallons.	I	think	you	have	

filters	for	that	size.

W:	 	We	sure	do.	These	 two	models	should	work.	This	

one	is	20	dollars	and	this	one	is	30	dollars.	They’ll	

both	do	the	trick,	but	the	more	expensive	one	would	

definitely	do	a	better	job.

M:	 	Okay,	 I	don’t	mind	paying	more.	 I’ll	 take	 the	one	

you	say	is	better.	And	I	just	need	some	fish	food.

W:	 	That’s	 in	 the	next	aisle	over.	What	kind	of	fish	do	

you	have?

M:	 	I	have	10	big	goldfish.

W:	 	Then	 I’d	 recommend	 this	 goldfish	 food.	 It’s	 20	

dollars	a	bag.

M:	 	Perfect.	This	is	the	one	I	normally	use.

W:	 	Oh,	good.	And	you’ll	get	20%	off	the	goldfish	food	

if	you	buy	two	bags.

M:	 	Great.	Then	I’ll	take	two.

W:	 	All	right.	Will	that	be	all?

M:	 	Yes.	I’ll	pay	with	my	credit	card.

여:		안녕하세요.	뭔가	찾으시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남:		네.	수족관	여과기는	어디에	있어요?

여: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	따라	오세요.

남:		고마워요.	제	수족관은	30갤런이에요.	제	생각에	그	크기에	

맞는	여과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		물론	있죠.	이	두	가지	모델이	적당할	거예요.	이것은	20달러

이고	이것은	30달러예요.	그것	둘	다	효과가	있지만,	더	비싼	

것이	분명	더	나을	거예요.

남:		좋아요,	더	많이	지불하는	건	괜찮아요.	더	좋다고	말씀하시

는	것을	살게요.	그리고	물고기	먹이가	좀	필요해요.

여:		그것은	다음	통로에	있어요.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가지고	계

세요?

남:		저는	10마리의	큰	금붕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		그럼	이	금붕어	먹이를	추천할게요.	그것은	한	봉지에	20달

러예요.

남:		좋아요.	이거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거네요.

여:		아,	잘됐네요.	그리고	두	봉지를	사시면	금붕어	먹이를	20퍼

센트	할인받으실	거예요.

ones.	

M:	 	All	 right.	Here	are	our	basic	A4	size	and	B4	size	

binders.

W:	 	These	are	exactly	what	I	need.	How	much	are	they	a	

piece?

M:	 	The	A4	size	ones	are	six	dollars	each,	and	the	B4	

size	ones	are	nine	dollars	each.

W:	 	Okay.	I	need	one	hundred	of	each.

M:	 	All	 right.	Since	you’re	ordering	so	many,	I’ll	give	

you	a	10	percent	discount	from	the	total.

W:	 	Great,	 thanks!	And	are	you	able	 to	print	a	school	

logo	on	the	cover	of	the	binders?

M:	 	Sure.	We	can	print	your	logo	on	the	whole	lot	for	ten	

dollars.	That’s	added	on	after	 the	discounted	price	

on	the	binders.

W:	 	Great.	Please	do	that.

남: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여:		네.	플라스틱	바인더를	대량	주문해야	해서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를	찾으시나요?

여: 	음,	A4	사이즈와	B4	사이즈가	좀	필요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의	기본	A4	사이즈	바인더와	B4	사이

즈	바인더가	있습니다.

여:		정확하게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개당	얼마인가요?

남:		A4	사이즈는	개당	6달러이고요,	B4	사이즈는	개당	9달러입

니다.

여:	알겠습니다.	각각	100개씩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니,	제가	전체	금액에서	

10퍼센트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여: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인더	표지에	학교	로고를	인쇄

해	주실	수	있나요?

남:		그럼요.	10달러면	전부에	로고를	인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인더의	할인된	금액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Topic & Situation]	바인더	주문

[Solution]	여자는	개당	6달러인	A4	사이즈	바인더와	개당	9달

러인	B4	사이즈	바인더	각각	100개를	구매하고,	바인더	구매	금

액	전체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았고,	학교	로고	인쇄를	위해	바

인더의	할인된	금액에	1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으

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1,360’이다.

[Words & Phrases]
bulk�order�대량�주문���lot�전부,�모두(주로�the�lot,�the�whole�lot

으로�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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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멋지다!	길이가	얼마나	되니?

남: 	약	53킬로미터야.

여: 	와,	꽤	길구나.	밤에는	야영할	계획이니?

남: 		아니,	야영은	허용되지	않아.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길	원하거

든.	그래서	나는	산장을	예약해야	했어.	사실	그게	꽤	비싸.	1
박당	140달러야.

여: 		많은	돈이구나.	하지만	캠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생각

인	것	같아.

남: 		응.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트레킹하는	사람들의	수를	

하루에	90명으로	제한하기도	해.

여:	그렇구나.	너	정말	신나겠다.

남:	응.	어서	가고	싶어.

[Topic & Situation]	Milford	Track	트레킹

[Solution]	Milford	Track에	관해	트레킹	소요	시간,	코스	길

이,	숙소	가격,	제한된	하루	방문객	수는	언급되었지만,	④	‘개장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trekking�트레킹(오지나�산악�지대를�여러�날�동안�걸어�다니는�것)���

just�about�거의,�얼추���scenery�경치���permit�허용[허락]하다���

hut�산장,�오두막�

07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Finally	we’re	here.	This	building	is	Burj	Khalifa.
M:	 	Is	this	the	one	you	mentioned	a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W:	 	Yes,	it	was	once	called	Burj	Dubai.
M: 	I	see.	Do	you	know	how	tall	it	is?
W: 		It’s	about	830	meters	tall	and	that’s	about	200	meters	

higher	than	the	second	tallest	building.
M: 	Wow!	That’s	impressive.	When	was	it	built?
W:	 	The	 construction	 started	 in	 2004	 and	 it	 was	

completed	in	2009.
M:	 	Do	you	know	who	designed	it?
W:	 	It	was	designed	by	Adrian	D.	Smith,	an	American	

architect.
M: 		I	 see.	 I	 think	 the	 views	 from	 the	 top	 must	 be	

spectacular.
W: 	There’s	an	observation	deck	on	the	124th	floor.	
M:	 	Okay.	Then	let’s	go	there.

여: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건물이	Burj	Khalifa예요.

남: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언급하셨던	것인

남:		좋아요.	그럼	두	개	살게요.

여:		알겠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남:		네.	제	신용	카드로	지불할게요.

[Topic & Situation]	수족관	여과기와	물고기	먹이	구입

[Solution]	남자는	30달러짜리	수족관	여과기를	하나	구입하고,	

20달러짜리	금붕어	먹이	두	봉지를	구입하면서	20퍼센트	할인을	

받았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62’이다.

[Words & Phrases]
aquarium�수족관�� � filter�여과기�� �do� the� trick�효과가�있다���

goldfish�금붕어���recommend�추천하다

0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Aiden,	have	you	finished	packing	for	your	trekking	

trip	to	New	Zealand?
M:	 Just	about.
W: 		That’s	 good.	 I’ve	heard	 there	 are	 a	 lot	 of	 great	

trekking	courses	 in	New	Zealand.	Which	one	are	

you	trekking?
M: 		It’s	 called	 the	Milford	Track.	 It	 generally	 takes	

four	days	 to	complete	 the	course.	The	scenery	 is	

amazing.
W: 	Cool!	How	long	is	it?
M: 	It’s	about	53	kilometers.
W: 		Wow,	that’s	pretty	long.	Do	you	plan	on	camping	at	

night?
M: 		No,	camping	is	not	permitted.	They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So	I	had	to	book	huts.	It’s	pretty	

expensive,	actually.	It’s	$140	per	night.
W: 		That	is	a	lot.	But	I	think	it’s	a	good	idea	they	don’t	

allow	camping.
M: 		Yeah.	They	even	limit	the	number	of	trekkers	to	90	

people	a	day	to	protect	the	environment.
W: 		I	see.	You	must	be	really	excited.
M: 	I	am.	I	can’t	wait.

여:		Aiden,	뉴질랜드로	트레킹	여행을	가기	위한	짐	싸는	건	끝

마쳤니?

남: 	거의.

여: 		잘됐구나.	뉴질랜드에는	훌륭한	트레킹	코스가	많다고	들었

어.	넌	어느	코스를	트레킹할	거니?

남: 		Milford	Track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그	코스를	끝마치는	

데	보통	나흘이	걸려.	경치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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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M:	 	I	 see.	 I’ll	go	 to	 the	website	on	Friday	 to	 reserve	

tickets	then.

여:		Ryan,	나는	올해	Dufftown	재즈	페스티벌에	관한	이메일

을	방금	받았어.

남:		우리가	작년에	갔던	연례	재즈	축제	맞지?

여:		그래.	작년처럼	Seminole	공원에서	열릴	거야.

남:		아,	멋져.	언제야?

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야.

남:		정말?	내	사촌이	그때	나를	보러	여기에	올	거야.	우리	모두	

같이	가야겠다.

여: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것은	작년보다	훨씬	더	클	거야.	올

해는	축제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개의	밴드가	연주할	

예정이야.

남:		와,	대단하다.

여:		응.	그리고	불꽃놀이와	팬	사인회	같은	특별	행사들이	있을	

거야.

남:		그거	멋지게	들린다!	그것에	입장권	예매	방법이	적혀	있니?

여:		응.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축제	웹사이트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어.

남:		알겠어.	그럼	내가	금요일에	그	웹사이트에	가서	입장권을	예

매할게.

[Topic & Situation]	Dufftown	재즈	페스티벌

[Solution]	남자와	여자가	Dufftown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	이

야기하면서	개최	장소,	개최	시기,	참가	밴드	수,	입장권	예매	방

법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③	‘참가	가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annual�연례의,�매년�있는���celebrate�기념하다���anniversary�기

념일���fireworks�불꽃놀이���available�구입할�수�있는

09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students	 of	 the	 plant	 growing	 course.	

Yesterday	you	 learned	about	broccoli.	Today,	 I’ll	

show	you	how	 to	grow	cauliflower.	Cauliflower	

grows	best	in	cooler	climates,	from	18	to	22	degrees	

Celsius.	It	grows	best	in	moist	soil,	but	water	should	

not	be	overflowing	 in	 the	 soil.	 It	 can	be	planted	

outside	from	seed	or	as	young	plants,	but	planting	

young	plants	 is	much	better.	When	planting	seeds	

or	young	plants,	the	space	between	them	should	be	

about	60	cm.	It	must	be	harvested	before	it	becomes	

hot	summer.	If	you	grow	cauliflower	based	on	my	

가요?

여:		네,	그것은	한때	Burj	Dubai로	불렸어요.

남:		그렇군요.	그것의	높이를	아세요?

여:		약	830미터	높이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보다	약	200미터	더	

높아요.

남:		와!	인상적이네요.	그것은	언제	지어졌나요?

여:		2004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9년에	완성되었어요.

남:		누가	그것을	설계했는지	아세요?

여:		미국의	건축가인	Adrian	D.	Smith에	의해	설계되었어요.

남: 	알겠어요.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장관일	것	같아요.	

여: 	124층에	전망대가	있어요.	

남:		좋아요.	그럼	거기	가요.

[Topic & Situation]	Burj	Khalifa	빌딩

[Solution]	Burj	Khalifa에	관해	이전	이름,	완공	연도,	설계자,	

전망대	위치는	언급되었지만	③	‘건설	업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mention�언급하다���construction�공사,�건축���complete�완성하다���

design�설계하다���architect�건축가���spectacular�장관의,�구경거

리의���observation�deck�전망대

08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Ryan,	 I	 just	 received	an	email	 about	 this	year’s	

Dufftown	Jazz	Festival.
M:	 	That’s	the	annual	jazz	festival	we	went	to	last	year,	

right?
W:	 	Yeah.	It’ll	be	held	in	Seminole	Park	like	last	year.
M:	 	Oh,	cool.	When	is	it?
W:	 	June	12th	to	the	15th.
M:	 	Really?	My	cousin	will	be	here	 to	see	me	at	 that	

time.	We	should	all	go	together.
W:	 	Great	 idea!	And	 it’ll	 be	 much	 bigger	 than	 last	

year.	This	year,	20	bands	will	play	to	celebrate	the	

festival’s	20th	anniversary.
M:	 	Wow,	that’s	great.
W:	 	Yeah.	And	there	will	be	special	events	like	fireworks	

and	fan	signing	events.
M:	 	That	sounds	awesome!	Does	it	say	how	to	reserve	

tickets?
W:	 	Yes.	Tickets	are	available	on	 the	 festival	website	

starting	this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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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ton입니다.	저는	곧	다가올	2020년	하계	진로	캠프에	

대해	이야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적

합한지를	알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캠프가	여러분에게	

맞을	겁니다.	그것은	7월	14일	화요일부터	7월	17일	금요일

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

다.	이것은	올	가을에	10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포함합니다.	

캠프에는	다양한	직업	기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인과	단체	활동을	하는	워크숍이	20개	넘게	있을	겁니다.	

캠프	비용은	75달러인데,	일일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캠프의	워크숍에	참석해서	학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kimberlycareercenter.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Topic & Situation]	2020	하계	진로	캠프

[Solution]	남자가	2020	하계	진로	캠프에	대해	안내하면서	캠

프의	워크숍에	참석해서	학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으므로,	담

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워크숍에	참가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이다.

[Words & Phrases]
upcoming�다가오는���individual�개인의,�개별의���transportation�

교통비,�운송료,�수송���credit�학점���application�form�신청서�양식

1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Alfred,	you’re	looking	at	cameras	on	the	Internet.
M:	 	Yeah,	so	I	wanted	to	ask	for	your	help.	I	heard	you	

know	a	lot	about	cameras.
W:	 	You	mean	you	want	me	to	help	you	choose	one?
M:	 	Exactly.	I	don’t	know	which	to	choose.
W: 		Well,	 first	of	all,	what	price	range	do	you	have	 in	

mind?
M: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600.
W: 		Okay.	Then,	a	mirrorless	camera	body	would	be	

better.
M: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	 	The	mirrorless	 camera	 is	 easier	 to	 carry	 than	 a	

DSLR	camera.
M:	 	I	see.	Then	I’ll	get	something	mirrorless.	And	what	

is	ISO?
W:	 	The	higher	 the	ISO	number,	 the	easier	 it	 is	 to	 take	

pictures	in	the	dark.	I	recommend	you	get	a	camera	

with	a	max	ISO	of	over	6400.

instructions,	you’ll	be	able	to	produce	a	good	crop.	

Thank	you.

여:		안녕하세요,	식물	재배	강좌	수강생	여러분.	어제는	브로콜리

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콜리플라워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콜리플라워는	섭씨	18도에서	22도의	

더	서늘한	기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것은	습기	있는	흙

에서	가장	잘	자라지만,	물은	흙	위로	넘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야외에서는	씨앗이나	모종	상태로	심을	수	있지만,	모

종을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씨앗이나	모종을	심을	때는	

그것들	사이의	간격이	약	60cm가	되어야	합니다.	더운	여름

이	되기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제	설명에	따라	콜리플라워를	

재배하면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콜리플라워	재배법

[Solution]	야외에서는	씨앗이나	모종	상태로	심을	수	있지만,	모

종을	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야외에서는	모종보다	씨앗을	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다.

[Words & Phrases]
climate�기후���Celsius�섭씨(의)���moist�습기�있는���soil�흙,�토양���

overflow�(물�등이)�넘쳐흐르다���harvest�수확하다���based�on�~에�

따라���instructions�설명,�지시

10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llo,	 everyone.	 I’m	 John	 Everton	 from	 the	

Kimberly	Career	Center.	I’m	here	to	talk	about	the	

upcoming	2020	Summer	Career	Camp.	 If	you’re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jobs	are	fit	 for	you,	

this	camp	is	for	you.	It’ll	be	held	from	Tuesday,	July	

14	to	Friday,	July	17,	from	8	a.m.	to	4	p.m.	It	is	open	

to	students	in	grades	10,	11,	and	12.	This	includes	

students	going	into	grade	10	this	fall.	At	the	camp,	

there	will	be	over	20	workshops	with	 individual	

and	group	activities	to	help	you	learn	about	various	

career	opportunities.	The	cost	of	 the	camp	is	$75,	

and	it	doesn’t	include	daily	transportation.	You	won’t	

earn	any	school	credits	by	attending	the	workshops	

of	the	camp.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and	see	more	information	at	kimberlycareercenter.

org.	Don’t	miss	out!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imberly	진로	센터의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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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Yeah,	we	need	something	bigger	than	that.
M:	 	This	one	 looks	 really	good.	But	 I	 think	spending	

more	than	$100	a	day	is	too	much.
W:	 	I	 think	 so,	 too.	We’re	 already	 spending	 a	 lot	 of	

money	preparing	for	the	trip.
M:	 	For	 sure.	 It	 looks	 like	 there	 are	 two	 types	 of	

insurance.	Which	one	should	we	get?
W:	 	Hmm....	 I’ve	 heard	 that	 it’s	 better	 to	 get	 full-

coverage	insurance,	just	in	case.
M:	 	Yeah,	 it’s	 a	 little	more	money,	 but	 it’s	worth	 it		

because	it	has	a	wider	coverage.
W:	 	Yeah.	So	between	these	two	left,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Do	we	need	the	car	return	service?
M:	 	Well,	we’re	 returning	a	car	at	 the	airport,	 so	we	

don’t	need	that	service.
W:	 	Okay,	then	let’s	rent	this	car.
M:	 	All	right.

남:		여보,	가족	여행을	위해	차를	대여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를	찾았어요.

여:		좋아요,	잘했어요.	어디	봅시다.

남:		이	차는	분명히	너무	작을	거예요.	4명에게만	적당해요.

여:		그래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해요.

남:		이것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하루에	100달러	넘게	쓰

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여행을	준비하느라	이미	많

은	돈을	쓰고	있어요.

남:		맞아요.	두	종류의	보험이	있는	것	같군요.	어느	것에	가입해

야	할까요?

여:		음….	혹시	모르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

요.

남:		그래요,	돈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으니까	

그럴	가치가	있어요.

여:		그래요.	그럼	남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

아요?	차량	반환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남:		글쎄요,	우리는	공항에서	차를	반환할	거니까,	그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여:		좋아요,	그럼	이	차를	대여받읍시다.

남:		알겠어요.

[Topic & Situation]	자동차	대여받기

[Solution]	두	사람은	대여받을	자동차를	고르면서	4인승보다	더	

큰	것,	하루	대여비가	100달러	이하인	것,	종합보험인	것,	차량	

반환	서비스가	없는	것을	선택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대여받을	

자동차는	③이다.

M:	 	Okay.	I’ll	follow	your	advice.
W:	 	Good.	And	you	should	buy	a	camera	with	Wi-Fi	

connection	 if	 you	want	 to	 send	 your	 photos	 by	

e-mail	or	social	media.
M:	 	Right.	Then,	I’ll	buy	this	one.

여:		Alfred,	인터넷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군요.

남:		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카메라에	대해	

많이	아신다고	들었어요.

여:		당신이	하나	선택하도록	제가	돕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

지요?

남:		바로	그거에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 	음,	우선,	얼마의	가격	범위를	생각하고	계세요?

남: 	저는	600달러	넘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여: 	좋아요.	그럼,	미러리스	카메라	본체가	더	나을	거예요.

남: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	카메라보다	휴대하기가	더	쉬

워요.

남:		그렇군요.	그럼	미러리스인	것을	살게요.	그리고	ISO는	뭐

예요?

여:		ISO	숫자가	클수록	어둠	속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쉬워

요.	ISO	최대치가	6400이	넘는	카메라를	사기를	권합니다.

남:		좋아요.	당신의	조언을	따를게요.

여: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로	보내

길	원하시면	Wi-Fi	연결이	되는	카메라를	구입하셔야	해요.

남:		그래요.	그럼,	이걸	살게요.

[Topic & Situation]	카메라	구입

[Solution]	남자가	여자의	조언을	받아	카메라를	고르면서	600
달러가	넘지	않는	카메라	중에서	우선	미러리스를,	다음에는	ISO	

최대	수치가	6400이	넘는	것을	선택할	거라고	했으며	Wi-Fi	연

결이	되는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구입할	

카메라는	③이다.

[Words & Phrases]
range�범위���difference�차이���connection�연결(성)

1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oney,	I	 found	a	website	where	we	can	rent	a	car	

for	our	family	trip.
W:	 	Okay,	good.	Let’s	see.
M:	 	This	car	would	definitely	be	 too	small.	 It	only	fits	

fou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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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짧은 대화의 응답 � 본문�82~91쪽

기출 예제 �②

Exercises �1�⑤� 2�③� 3�②� 4�②� 5�③� 6�②
� 7�④� 8�③� 9�③� 10�②� 11�②� 12�④

기출 예제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David,	 look	at	 this	advertisement!	Jason	Stevens	is	

going	 to	sing	at	 the	opening	of	City	Concert	Hall	

next	Saturday.
M:	 	Wow!	You	 know	 I’m	 a	 big	 fan	 of	 him,	 Mom.	

Luckily,	I	don’t	have	anything	scheduled	that	day.
W:	 	Great.	Mark	the	date	on	your	calendar,	so	you	don’t	

miss	his	performance.
M:	 	Absolutely.	I’m	so	eager	to	see	him	sing	in	person.

여:		David,	이	광고를	봐!	Jason	Stevens가	다음	토요일에	

City	Concert	Hall	개막	행사에서	노래를	부를	예정이란다.

남:		와!	엄마,	제가	그의	엄청난	팬인	것	아시잖아요.	다행히	제가	

그날	아무	계획이	없어요.

여:		잘됐구나.	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렴,	그래야	그의	공연

을	놓치지	않지.

남:		당연하지요.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Topic & Situation]	City	Concert	Hall	개막	행사

[Solution]	여자는	남자가	매우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홍보하

는	광고물을	남자에게	보여	주며,	그의	공연을	놓치지	않도록	달

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라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당연하지요.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직접	보

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이다.

①	믿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정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③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는	제가	예상한	것만큼	대단하지	않았

어요.

④	물론이지요.	대신	공연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⑤	오,	저런.	그의	공연을	놓치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Words & Phrases]
advertisement�광고���mark�표시하다���in�person�직접

[Words & Phrases]
insurance�보험���full-coverage�insurance�종합보험���worth�가치�

가�있는���car�return�service�자동차�반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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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봐,	민수.	우리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캐나다에서	한국으

로	오셔.

남:		아주	잘됐다!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니?

여:		글쎄,	난	부모님께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안	좀	해	줄래?

남:		물론이지.	먼저	그분들을	전통적인	한국	식당으로	모시고	

가	봐.

[Topic & Situation]	한국	문화	체험

[Solution]	여자가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부모

님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남자에게	제안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따라

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물론이지.	먼저	그분들

을	전통적인	한국	식당으로	모시고	가	봐.’이다.

①	미안해.	나도	길눈이	좋지	않아.

②	물론이지.	그분들이	캐나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어.

④	그냥	내게	맡겨.	내가	그분들에게	공항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	

줄게.	

⑤	걱정하지	마.	난	한국을	열차로	돌아다닐까	생각	중이야.	

[Words & Phrases]
suggestion�제안���direction�방향���traditional�전통적인���get�

around�돌아다니다

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Sandra,	I’m	getting	really	hungry.	How	about	taking	

lunch	a	little	early?
W:	 	Sure.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thing.	I	

really	feel	like	eating	pasta.
M:	 	Me,	 too.	 I	know	that	 the	 two	restaurants,	Floretta	

French	and	Tutto	Pasta	are	both	nearby.
W:	 	Well,	I’m	okay	either	way.

남:		Sandra,	정말로	배가	고파져요.	점심을	조금	일찍	먹는	게	

어때요?

여:		좋아요.	당신에게	같은	것을	막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파스

타가	정말로	먹고	싶어요.

남:		나도요.	내가	알기론	두	식당,	Floretta	French와	Tutto	

Pasta	둘	다	근처에	있어요.

여:		음,	둘	중	어느	곳이든	괜찮아요.

[Topic & Situation]	 	점심	먹을	식당	선택하기

[Solution]	정말로	배가	고프다며	점심을	조금	일찍	먹으러	가자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i,	Rosie,	what’s	that	ice	pack	for?
W:	 	I	fell	off	my	bike	and	sprained	my	ankle.	I’m	trying	

to	lower	the	swelling.
M:	 	It	 looks	pretty	serious.	 It’s	already	really	swollen.	

How	about	going	to	see	a	doctor?
W:	 	I’m	going	to	wait	a	bit	and	see	how	my	ankle	feels.

남:		안녕,	Rosie,	그	아이스	팩은	뭐에	쓰는	거야?

여: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발목을	삐었어.	부기를	가라앉히려는	

중이야.

남:		꽤	심각해	보이는데.	이미	정말	부어올랐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때?

여:		내	발목이	어떤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해.

[Topic & Situation]	발목	부상

[Solution]	여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어오른	것을	보

고	남자가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떠냐고	묻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내	발목이	어떤지	좀	기다려	보려

고	해.’이다.

①	알겠어.	지금	내	발목에	얼음을	좀	대	볼게.

②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병원에	태워다	줄게.

③	그건	내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야.

④	물론이지.	난	지금	내	자전거를	수리하러	거기에	갈	거야.

[Words & Phrases]
sprain�(팔목·발목을)�삐다,�접지르다���ankle�발목���lower�낮추다,�

내리다���swelling�부기,�부어오른�곳���swollen�부어오른���apply�(물

건을)�대다,�(약�등을)�바르다�

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y,	Minsu.	My	parents	 are	visiting	Korea	 this	

weekend	from	Canada.
M:	 	That’s	awesome!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m?
W:	 	Well,	 I	 want	 to	 have	 them	 experience	 Korean	

culture,	but	I	don’t	know	what	to	do.	Can	you	give	

me	some	suggestions?
M:	 	Sure.	Take	them	to	a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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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oney,	how	often	should	we	replace	the	filter	on	our	

water	purifier?
W:	 	Once	a	year.	It’s	about	time	for	a	replacement.	We	

haven’t	had	it	replaced	since	April	last	year.
M:	 	I	see.	Should	we	contact	the	service	center	then?
W:	 	Yes.	I’ll	call	them	to	come	replace	the	filter.

남:		여보,	우리	정수기의	필터를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해요?

여:		일	년에	한	번이요.	이제	거의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작년	

4월	이래로	그것을	교체하지	않았어요.	

남:		그렇군요.	그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할까요?

여:		네.	필터	교체하러	오라고	내가	전화할게요.

[Topic & Situation]	정수기	필터	교체

[Solution]	작년	4월에	정수기	필터를	교체했으므로,	지금	교체

할	때가	되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할지를	

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네.	필터	

교체하러	오라고	내가	전화할게요.’이다.	

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을	막	교체했어요.

②	좋아요.	새	정수기를	사러	가요.

④	물론	할	수	있죠.	내가	작년에	정수기를	고쳤어요.

⑤	아뇨.	그것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필터를	교체하는지에	달려	있

어요.

[Words & Phrases]
replace�교체하다���water�purifier�정수기���replacement�교체���

contact�연락하다���fix�고치다,�수리하다

6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Brian,	it’s	time	to	get	up.	You	have	baseball	practice	

at	8	o’clock	this	morning.
M:	 	Mom,	I	got	a	 text	 last	night	 that	said	practice	was	

canceled.	So	I’m	going	to	sleep	a	little	more.
W:	 	Oh,	I	see.	Do	you	want	me	to	return	in	a	little	while	

and	wake	you	up?
M:	 	Yeah.	Please	come	back	in	about	an	hour.

여:		Brian,	일어날	시간이야.	너는	오늘	아침	8시에	야구	연습이	

있잖아.

남:		엄마,	어젯밤에	연습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

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	거예요.

여:		아,	그렇구나.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깨워	줄까?

는	남자의	말을	들은	여자가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

도	그렇다며	근처의	식당	두	곳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음,	둘	중	어느	곳이든	괜찮아요.’이다.

①	좋아요.	나도	그것을	주문할게요.

③	네.	오늘	밤으로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④	아니요.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⑤	그래요.	파스타에	물렸어요.

[Words & Phrases]
be�about�to�막�~하려는�참이다��nearby�가까운,�인근의���order�주

문하다���either�way�둘�중�어느�것이든���reserve�예약하다��be�sick�

and�tired�of�~에�물리다,�~에�진저리가�나다

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ey,	Kevin,	I’d	like	to	invite	you	to	my	party	next	

Friday	night.	It’s	to	celebrate	my	promotion.
M:	 	Congratulations,	Joan!	I’m	free	 that	day.	Where	 is	

it?
W:	 	It’s	at	my	home.	It’d	be	really	special	 to	have	you	

there.
M:	 	Sure.	I’ll	definitely	be	there	to	celebrate.

여:		안녕하세요,	Kevin,	다음	주	금요일	밤	내	파티에	당신을	초

대하고	싶어요.	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예요.

남:		축하해요,	Joan!	그날	한가해요.	어디에서	하나요?

여:		내	집에서요.	당신이	거기에	와	준다면	정말로	특별할	거예요.

남:		그래요.	꼭	거기에	가서	축하할게요.

[Topic & Situation]	승진	파티	초대

[Solution]	여자의	승진	파티에	초대를	받은	남자가	그날	한가하

다며	장소를	묻자,	여자가	장소를	알려	주면서	남자가	와	준다면	

정말로	특별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래요.	꼭	거기에	가서	축

하할게요.’이다.

①	좋아요.	우리	동료들을	모두	초대할	거예요.	

③	너무	안됐네요.	당신이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④	고마워요.	그	자리에	대한	당신의	제안에	감사드려요.

⑤	미안해요.	파티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가	없을	거예요.

[Words & Phrases]
celebrate�축하하다���promotion�승진,�진급���special�특별한��

coworker�동료���definitely�꼭,�틀림없이,�분명히���appreciate�

감사하다���offer�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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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8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i,	Daniel.	Have	you	got	your	 smartphone	back	

from	the	repair	shop?
M:	 	Not	yet.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s	 for	 a	

second?	I	just	need	to	search	for	something.
W:	 	Sure.	[Pause]	Oh,	no!	Where’s	my	smartphone?	I	

think	I	just	had	it	in	the	library.
M:	 	Then	you’d	better	rush	back	to	get	it.

여:		안녕,	Daniel.	수리점에서	네	스마트폰을	찾아왔니?

남:		아직.	잠시	네	스마트폰을	빌릴	수	있을까?	뭔가를	검색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여:		물론이지.	[잠시	후]	오,	이런!	내	스마트폰이	어디	있지?	내

가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남:		그러면	그것을	가지러	급히	다시	가	보는	게	좋겠어.

[Topic & Situation]	스마트폰	분실

[Solution]	남자가	여자에게	검색을	위해	스마트폰을	잠깐	빌리

자고	하자,	여자는	스마트폰을	도서관에서는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	‘그러면	그것을	가지러	급히	다시	가	보는	게	

좋겠어.’이다.

①	내가	그것을	찾자마자	네게	전화할게.

②	내가	너를	위해서	책을	몇	권	대출할	수	있어.

④	너는	그것을	분실물	취급소에	가져다줘야	해.

⑤	도서관	옆에	수리점이	있어.

[Words & Phrases]
repair�shop�수리점���for�a�second�잠시���search�for�~을�검색

하다,�~을�찾다���rush�급히�가다���lost�and�found�분실물�취급소

9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I	love	your	hat!	Where	did	you	get	it?
W:	 	I	bought	 it	at	Johnson’s	Hat	Shop	in	 the	shopping	

mall.	They’re	closing	their	store	soon,	so	everything	

is	half-price	right	now.
M:	 	Really?	I	should	go	there.	Do	you	know	when	their	

last	day	is?
W:	 	As	far	as	I	know,	it	will	be	next	Saturday.

남:		네	모자가	정말	맘에	든다!	그건	어디에서	났니?

여:		쇼핑몰에	있는	Johnson’s	모자	가게에서	샀어.	곧	가게	문을	

닫을	거라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반값이야.

남:		그래요.	약	한	시간	후에	다시	와	주세요.

[Topic & Situation]	취소된	야구	연습

[Solution]	아침	8시에	하는	야구	연습이	취소되어서	더	자겠다

는	남자에게	여자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깨워	줄지	묻고	있으므

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래요.	약	한	시간	후

에	다시	와	주세요.’이다.

①	물론이죠.	저는	이미	일어나서	나갈	준비가	됐어요.

③	괜찮아요.	나중에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셔도	돼요.

④	네,	엄마가	연습	전에	저를	깨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⑤	아,	저는	야구	연습이	취소된	것을	몰랐어요.	

[Words & Phrases]
text�문자�메시지(�=�text�message)���cancel�취소하다

7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Excuse	me,	ma’am.	I	think	you’re	in	the	wrong	seat.
W:	 	Really?	Let	me	check	my	ticket.	[Pause]	My	seat	is	

Car	15	Seat	7C.
M:	 	This	 is	Car	5.	You	must’ve	gone	 the	wrong	way	

when	you	got	on	the	train.
W:	 	Sorry	about	that.	I’ll	go	to	my	seat	right	away.

남:		실례합니다,	부인.	좌석을	잘못	앉으신	것	같습니다.

여:		정말로요?	제	승차권을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제	자리는	

15호차	7C	좌석이네요.

남:		여기는	5호차입니다.	부인이	기차를	탈	때	길을	잘못	들었음

에	틀림없네요.	

여:		미안해요.	제	좌석으로	즉시	갈게요.

[Topic & Situation]	잘못	앉은	기차	좌석

[Solution]	남자가	좌석을	잘못	앉은	것	같다고	말하자,	여자가	

승차권을	확인해	보고	자리가	15호차	7C	좌석이라고	말하자	남

자는	여자가	틀림없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미안해

요.	제	좌석으로	즉시	갈게요.’이다.

①	걱정	마세요.	숫자들이	똑같아	보여요.

②	제	잘못이에요.	승차권을	예매했어야	했어요.

③	잘됐네요.	기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⑤	아니요.	당신은	다음	역에서	기차를	갈아탈	수	없어요.

[Words & Phrases]
car�객차���go�the�wrong�way�길을�잘못�들다���right�away�즉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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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Mom,	are	you	going	out?
W:	 	Yeah,	I’m	going	to	buy	some	groceries	for	Grandma	

and	Grandpa’s	visit	 tomorrow.	Can	you	come	with	

me	and	help?
M:	 	Well,	I’m	still	working	on	my	homework,	but	I	think	

I’ll	be	finished	in	about	10	minutes.
W:	 	That’s	great.	Then	I’ll	wait	until	you’re	ready.

남:		엄마,	나가실	거예요?

여:		그래,	내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방문을	위해	식료품을	살	거

야.	나랑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겠니?

남:		글쎄요,	전	아직	숙제를	하고	있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여:		그거	잘됐구나.	그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Topic & Situation]	아들과	함께	식료품을	사러	가려는	엄마

[Solution]	여자가	식료품을	구입하러	나가면서	남자에게	함께	

가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묻자,	남자는	숙제가	10분	정도	후에	끝난

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거	잘됐구나.	그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

다릴게.’이다.

①	안	돼.	넌	숙제를	시작해야	해.

③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분들은	곧	나아지실	거야.

④	맞아.	최근에	식료품	가격이	올랐어.

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	대신	그분들을	모시러	갈게.

[Words & Phrases]
groceries�식료품���pick�up�~을�모시러�가다,�~을�(차에)�태우러�

가다

1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Mr.	Young.	How	are	your	students	 today?	

Mine	 are	 really	 tired,	 and	 they’re	 not	 paying	

attention	in	class.
M:	 	Mine,	 too.	They	must	be	exhausted	from	the	field	

trip	yesterday.
W:	 	Right.	I	wonder	what	we	can	do	today	to	help	them	

concentrate	better.	Any	good	ideas?	
M:	 	We	could	try	using	some	games	at	the	beginning	of	

class.

여:		안녕하세요,	Young	선생님.	선생님의	학생들이	오늘	어때

남:		정말?	그곳에	가야겠네.	그	가게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니?

여:		내가	알기로는,	다음	주	토요일일	거야.

[Topic & Situation]	모자	가게	폐점	할인	행사

[Solution]	남자가	여자의	모자가	마음에	든다며	어디에서	났는

지	묻자	여자는	모자	가게를	알려주며	곧	그	가게가	문을	닫을	거

라서	할인	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자가	가게의	마지막	날

이	언제인지	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내가	알기로는,	다음	주	토요일일	거야.’이다.

①	아니,	그들은	이미	가게	문을	닫았어.

②	내가	그것을	정확히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

④	음,	난	이	모자를	반품할까	생각	중이야.

⑤	물론,	그	쇼핑몰은	매우	일찍	문을	열어.

[Words & Phrases]
exactly�정확히���as�far�as�I�know�내가�알기로는���return�반품하다

10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Jimmy,	have	you	tried	 the	new	Chinese	restaurant	

on	4th	Street?
M:	 	No.	But	my	elder	sister	went	there	for	her	friend’s	

birthday	party	last	week.
W:	 	What	did	she	say	about	the	restaurant?
M:	 	She	didn’t	like	their	food	that	much.

여:		Jimmy,	4번가에	새로	생긴	중국	음식점에	가	봤어?

남:		아니.	하지만	우리	누나가	지난주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그곳에	갔었어.

여:		누나가	그	음식점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남:		그녀는	그곳의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

[Topic & Situation]	새로	생긴	중국	음식점

[Solution]	새로	생긴	중국	음식점에	가	본	적이	있느냐는	여자의	

질문에	남자가	자신의	누나가	그곳에	간	적이	있다고	답하자,	여

자는	누나가	그	음식점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묻고	있다.	따라

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녀는	그곳의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이다.

①	그	음식점은	일주일	후에	문을	열	거야.

③	그녀는	전에	중국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어.

④	누나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어.

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볼	수는	없었어.

[Words & Phrases]
in�a�week�일주일�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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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긴 대화의 응답 � 본문�92~101쪽

기출 예제 �②

Exercises �1�②� 2�②� 3�①� 4�④� 5�②� 6�⑤
� 7�④� 8�①� 9�①� 10�⑤� 11�④� 12�⑤

기출 예제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Amy,	what	are	you	reading?

W:	Dad,	it’s	a	book	for	my	philosophy	course.

M:	 	Let	me	take	a	look.	Wow!	It’s	a	book	by	Kant.

W:	 	Yeah.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M:	 	You’re	right.	His	books	take	a	 lot	of	effort	 to	read	

since	they	include	his	deep	knowledge	and	thoughts.

W:	 	I	 think	so,	 too.	Do	you	have	any	 ideas	 for	me	 to	

understand	the	book	better,	Dad?

M:	 	Well,	why	don’t	you	 join	a	philosophy	discussion	

group?	You	can	find	one	in	our	area.

W:	 	Are	 there	discussion	groups	 for	philosophy?	That	

sounds	interesting.

M:	 	Yeah.	You	can	share	ideas	with	others	in	the	group	

about	the	book	you’re	reading.

W:	 	You	 mean	 I	 can	 understand	 Kant’s	 book	 more	

clearly	by	discussing	it?

M:	 	Absolutely.	Plus,	you	can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in	the	group	as	well.

W:	 	Terrific!	 I’ll	 check	 right	 away	 if	 there	 are	 any	

nearby.

남:	Amy,	무엇을	읽고	있니?

여:		아빠,	철학	강좌를	위한	책이에요.

남:		어디	한번	보자.	와!	칸트의	책이구나.

여:	네.	그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남:			맞아.	그의	책은	읽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것에는	그의	심오한	지식과	사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

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빠?

남:		음,	철학	토론	모임에	가입하지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	하나

를	찾을	수	있어.

여:		철학을	위한	토론	모임이	있다고요?	흥미로운데요.

남:		그래.	네가	읽고	있는	책에	관하여	모임	내의	다른	사람들과	

요?	제	학생들은	몹시	지쳤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남:		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제	현장학습으로	몹시

지쳐	있을	거예요.	

여:		맞아요.	학생들이	더	잘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좋은	생각이	있으세요?

남:		우리는	수업	초반에	게임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

아요.		

[Topic & Situation]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수업

[Solution]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학생들이	몹시	지쳐	있다고	남

자가	말하자,	여자는	학생들이	더	잘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겠냐며	남자의	생각을	물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우리는	수업	초

반에	게임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이다.	

①	현장학습은	항상	우리	학생들을	활기차게	해	줘요.		

②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집중하는	것을	보니	좋네요.	

③	우리	학생들이	왜	오늘	그렇게	지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⑤	그	과제는	학생들이	제때	끝내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Words & Phrases]
exhausted�몹시�지친,�기진맥진한���field�trip�현장학습���concentrate�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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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	awareness	about	food	waste.	You’re	supposed	

to	finish	everything	on	your	plate	today.

W:	 	Oh,	no.	I	wish	today’s	meal	was	something	different.

M:	 	Bad	timing.	But	it’s	a	cool	campaign.

W:	 	Yeah,	I	agree.	We	tend	to	waste	a	lot	of	food.

M:	 	For	sure.	So	just	do	your	best	not	to	waste	anything.

W:	 	You’re	right.	I’ll	try	to	eat	all	of	the	carrots.

남:		Linda,	이제	거의	점심시간인데.	너무	배고파!

여:		나도	그래.	하지만	오늘	식당	메뉴를	확인했는데	끔찍해.	채

소	카레라이스야.

남:		카레	안	좋아해?

여:		카레는	좋아하지만,	당근을	넣은	것은	아니야.	그리고	카레에	

많은	당근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	난	그것들을	모두	골라내야	

겠어.

남:		음…	오늘이	Clean	Plate	Day라서	오늘은	그러면	안	될	

거	같은데.

여:		Clean	Plate	Day?	그게	뭐야?

남:		학생회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

한	새로운	캠페인이야.	오늘은	네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먹

어야	해.

여:		아,	안	돼.	오늘	음식이	다른	것이면	좋을	텐데.

남:		타이밍이	좋지	않네.	하지만	그것은	멋진	캠페인이야.

여:		응,	동의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남: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저	최선을	다

해	봐.

여:		네	말이	맞아.	당근을	다	먹도록	해	볼게.

[Topic & Situation]	Clean	Plate	Day(잔반	없는	날)	캠페인

[Solution]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점심	메뉴인	카레라이

스에서	당근을	골라내겠다고	하자	남자는	오늘은	학생회에서	음

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Clean	Plate	Day	캠페인을	하는	날

이므로	접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	말이	맞아.	당근을	다	먹도록	

해	볼게.’이다.

①	알겠어.	만약을	위해	음식을	좀	남겨둘게.	

③	알겠어.	내가	그냥	당근을	쉽게	골라낼	수	있어.

④	지금은	아니야.	난	캠페인에	참가해야	해.

⑤	바로	그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남은	음식을	먹어.

[Words & Phrases]
starve�배가�몹시�고프다,�굶주리다���student�council�학생회���raise�

awareness�about�~에�관한�의식을�높이다���be�supposed�to�~해

야�하다,�~하기로�되어�있다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

여:		아빠	말씀은,	그것에	관한	토론을	통해	제가	칸트의	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남:		그렇고말고.	게다가,	너는	모임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단다.

여:		아주	좋네요!	당장	근처에	(모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Topic & Situation]	철학	토론	모임의	장점

[Solution]	여자는	칸트의	책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남자에게	묻자	남자는	철

학	토론	모임을	통해	책에	관하여	모임	내의	사람들과	생각을	공

유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	‘아주	좋네요!	당장	근처에	(모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요.’이다.

①	맞아요!	이	책은	아빠의	책만큼	재미있지가	않아요.

③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다음	학기에는	그	강좌를	수강하지	않

을	거예요.

④	정말요?	저는	아빠가	철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

어요.

⑤	왜	안	되겠어요?	아빠는	제	철학	토론	모임에	가입할	수	있

어요.

[Words & Phrases]
philosophy�철학���include�담다,�포함하다���share�공유하다,�나누

다���discuss�토론하다���critical�비판적인���as�well�또한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Linda,	it’s	almost	lunch	time.	I’m	starving!
W:	 	Me,	too.	But	I	checked	today’s	cafeteria	menu,	and	

it’s	terrible.	It’s	vegetable	curry	and	rice.
M:	 	You	don’t	like	curry?
W:	 	I	 like	curry,	but	not	with	carrots.	And	I	know	they	

put	a	 lot	of	carrots	 in	 the	curry.	 I’ll	have	 to	pick	

them	all	out.
M:	 	Well...	 I’m	not	 sure	 if	you	 should	do	 that	 today	

because	today	is	Clean	Plate	Day.
W:	 	Clean	Plate	Day?	What’s	that?
M:	 	It’s	a	new	campaign	 the	student	council	sta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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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겠어요.	내가	지금	가스	회사에	전화할게요.

③	걱정	말아요.	내가	모든	창문을	닫았어요.

④	물론이죠.	맑은	공기를	좀	마시니	좋네요.

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었어요.

[Words & Phrases]
air�out� (방�등을)�환기하다���garbage� (음식물·휴지�등의)�쓰레기���

rotten�부패한,�썩은���sit�(~에)�놓여�있다,�앉다

3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Good	afternoon,	Mr.	Smith.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M:	 	Come	 on	 in,	 Lauren.	 Have	 a	 seat.	 How	 is	 the	

basketball	team	doing?	
W: 		We’re	doing	 really	well.	Thanks	 for	 asking.	We	

actually	made	it	to	the	semi-finals.	
M:	 	Congratulations!	When	is	your	next	game?
W:	 	It’s	next	Thursday.	And	it’s	an	away	game.	I	wanted	

to	talk	to	you	because	there’s	an	exam	in	your	class	

that	day.
M:	 	I	see.	So	you	won’t	be	able	to	take	the	exam	that	day?
W:	 	No,	I	won’t	be	able	to.
M:	 	Hmm.	There	are	two	options	then.
W:	 	Okay.
M: 		You	 can	 either	 give	 a	 presentation	 or	 take	 an	

alternative	exam	the	next	day.	The	alternative	exam	

would	have	the	same	format,	but	different	questions.
W: 		I	 see.	The	alternative	exam	would	be	next	Friday	

then,	right?	I’m	afraid	I	can’t	take	it	then.
M: 		Well,	 if	 you	can’t	 take	 it	 then,	 there’s	 the	other	

option.
W: 		Okay.	I’ll	have	to	do	the	presentation.

여:		안녕하세요,	Smith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		어서	들어오렴,	Lauren.	자리에	앉으렴.	농구팀은	잘	되어	

가고	있니?

여: 		저희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는	실제로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남:		축하한다!	다음	시합이	언제니?

여:		다음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원정	경기예요.	그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험이	있어서	선생님께	상의드리고	싶었어요.

남: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너는	시험을	볼	수	없겠구나?

여:		네,	제가	시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oney,	it	feels	good	to	be	back	home.
M: 		Right?	Although	our	vacation	was	amazing,	there’s	

no	place	like	home.
W:	Hey,	do	you	smell	something	strange?
M: 	Hmm....	Yeah,	I	do.	It	smells	like	some	kind	of	gas.
W: 	Oh,	no.	I	wonder	where	it’s	coming	from.
M: 		I’m	not	sure.	But	let’s	open	the	windows	to	air	out		

the	house.
W: 		Okay.	 I’ll	 open	 the	 windows	 here	 and	 you	 go	

upstairs.
M: 	All	right.	Don’t	touch	the	gas	range.
W: 		Sure.	[Pause]	Wait,	honey.	 I	 found	out	where	 the	

smell’s	coming	from!	It’s	the	garbage	in	the	kitchen.	

We	forgot	to	take	it	out	before	we	left!
M: 	Oh,	my!	There	must	be	some	rotten	food	in	there.
W: 		Yeah.	It’s	been	sitting	here	for	two	weeks!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quick.
M: 	All	right.	I’ll	take	it	outside	right	away.

여: 	여보,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좋아요.

남: 		그렇죠?	우리	휴가가	멋지긴	했지만,	집만한	곳이	없네요.

여: 	이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죠?

남: 	음….	네,	그러네요.	어떤	가스	같은	냄새가	나요.

여: 	아,	이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요.

남: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	안을	환기하기	위해	창문을	

엽시다.

여: 	그래요.	여기	창문은	내가	열	테니	당신은	위층에	가	봐요.

남: 	알겠어요.	가스레인지는	손대지	마세요.

여: 		물론이에요.	[잠시	후]	잠깐만요,	여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냈어요!	부엌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것을	내다	놓는	것을	잊었네요!

남: 	오,	세상에!	틀림없이	그	속에	부패한	음식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여: 		네.	그것이	2주	동안	여기에	놓여	있었네요!	빨리	그걸	좀	어

떻게	해	봐요.

남: 	알겠어요.	내가	바로	밖으로	내놓을게요.

[Topic & Situation]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Solution]	남자와	여자가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이	그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	내다	버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에게	빨리	그것을	

어떻게	좀	하라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알겠어요.	내가	바로	밖으로	내놓을게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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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see.	Since	they’re	healthy,	I	just	thought	the	more	

the	better.
M:	 	No.	How	much	you	eat	is	as	important	as	what	you	

eat.

남:		여보,	TV에서	뭘	보고	있어요?

여:		이제	막	영화를	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같이	볼래요?

남:		물론이죠.	[잠시	후]	아,	그게	내가	며칠	전에	산	아몬드	캔인

가요?	비어	있네요.

여:		네.	제가	다	먹었어요.

남:		난	당신이	그걸	벌써	다	먹었다는	걸	믿을	수	없네요.

여:		하지만	팝콘	한	봉지를	다	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	않나요?

남: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몬드를	그렇게	많

이	먹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		그래도	아몬드는	건강에	좋잖아요.	그것은	콜레스테롤을	감

소시키죠.

남: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칼로리가	정말	높으니까,	그것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찔	거예요.

여:		그렇군요.	난	그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가	무엇을	먹는지만큼	중요

해요.

[Topic & Situation]	아몬드	섭취

[Solution]	아몬드를	많이	먹은	여자에게	남자가	아몬드가	건강

에	좋은	식품이라도	칼로리가	높으니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찔	

거라고	말하자,	여자가	아몬드는	건강에	좋으니	그저	많이	먹을

수록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아니에요.	얼마나	많

이	먹는지가	무엇을	먹는지만큼	중요해요.’이다.

①	물론이에요.	우리는	매일	많은	아몬드를	먹어야	해요.

②	맞아요.	체중	감량에	성공하다니	대단해요.

③	물론	아니에요.	당신은	음식에	대해	까다롭게	굴면	안	돼요.

⑤	와.	나는	아몬드에	그렇게	많은	건강상의	이로움이	있는지	몰

랐어요.

[Words & Phrases]
be�about�to�막�~하려는�참이다���almond�아몬드���reduce�감소

시키다���cholesterol�콜레스테롤���picky�까다로운���benefit�이로움,�

이득

5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Brian,	it	looks	like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Are	

you	feeling	okay?

남:		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단다.

여:		네.

남: 		너는	발표를	하거나	혹은	그다음	날	대체	시험을	볼	수	있단다.	

대체	시험은	똑같은	형식일	것이지만,	문제는	다를	거란다.	

여: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	시험은	다음	주	금요일이겠네요,	그렇

죠?	그때는	제가	그것(대체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남: 	음,	그때	네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선택이	있지.

여: 		좋아요.	저는	발표를	해야겠네요.

[Topic & Situation]	시험	대체	방법	선택하기

[Solution]	농구	준결승전	경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여자에게	남자는	원래	시험일	다음	날	대체	시험

을	보거나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자,	여자는	시합	다음	날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이에	남자는	다른	선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좋아요.	저는	발표를	해야겠네요.’

이다.

②	죄송해요.	저는	그	경기를	뛰었어야	했어요.

③	물론이지요.	제가	농구장	예약을	도울	수	있어요.

④	물론이에요.	제가	선생님의	다음	시합을	보러	갈게요.

⑤	아,	저는	농구경기를	뛸	수	없을	것	같아요.	

[Words & Phrases]
actually�실제로���semi-final�준결승���away�game�원정�경기

option�선택(권)� � �presentation�발표�� �alternative�대체의����

reserve�예약하다

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what	are	you	watching	on	TV?
W:	 	I’m	about	to	start	a	movie.	Do	you	want	to	join	me?
M:	 	Sure.	 [Pause]	 Oh,	 is	 that	 the	 can	 of	 almonds	 I	

bought	the	other	day?	It’s	empty.
W:	 	Yes.	I	ate	them	all.
M:	 	I	can’t	believe	you	already	finished	them.
W:	 	But	 it’s	better	 than	eating	a	whole	bag	of	popcorn,	

isn’t	it?
M:	 	Probably.	But	 that	doesn’t	mean	eating	 that	many	

almonds	is	good	for	you.
W:	 	Almonds	are	healthy,	 though.	They	 reduce	your	

cholesterol.
M:	 	That’s	true,	but	 they’re	also	really	high	in	calories,	

so	 if	 you	 eat	 a	 lot	 of	 them,	you’ll	 gain	 a	 lot	 of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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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받아야	해요.’이다.

①	음,	매일	걷는	것은	살을	빼기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③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로	

고생해요.

④	이	약을	하루에	두	번	먹으면	당신의	인후염이	나을	거예요.

⑤	당신이	산책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쓴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Words & Phrases]
rash�발진���have�a�runny�nose�콧물이�나다���fever�열,�신열���pollen�

꽃가루���symptom�증상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Jake,	what	are	you	doing	on	your	phone?
M:	 	I’m	going	to	start	taking	surfing	lessons	next	week,	

so	I’m	looking	to	buy	a	surfboard.
W:	 	That	must	be	pretty	expensive.
M:	 	Yeah,	it’s	more	expensive	than	I	expected.
W:	 	How	about	just	renting	a	board?
M:	 	I’d	rather	not	wait	 to	do	that	because	I	heard	 they	

sometimes	all	get	rented	out.
W:	 	I	 don’t	mean	 renting	one	 each	 time	you	have	 a	

lesson.	 I	mean	renting	on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M:	 	Are	there	any	places	that	rent	boards	like	that?
W:	 	Sure.	But	not	 at	 a	 surf	 shop.	 I	mean	on	 sharing	

economy	websites,	where	regular	people	rent	things.	

It’s	pretty	cheap,	too.	I	rented	a	dress	for	a	party	last	

month.
M:	 	You	 did?	 Do	 you	 think	 people	 actually	 rent	

surfboards?
W:	 	Probably.	I’ve	seen	people	sharing	so	many	things	

online.
M:	 	Hopefully	 they’ll	 rent	surfboards	on	one	of	 those	

sites.	

여:		Jake,	전화기로	뭐	하고	있어?

남:		다음	주에	서핑	수업받는	것이	시작돼서	서프보드를	사려고	보고	

있어.

여:		그거	꽤	비쌀	텐데.

남:		응,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비싸네.

여:		보드를	그냥	빌리는	건	어때?

남:		때로는	그것들	모두가	다	대여가	되어	버린다고	들어서	난	그

러길	기다리고	싶지	않아.	

M: 		I’m	feeling	a	little	strange,	honey.	I’ve	had	a	runny	

nose	and	rash	on	my	face	since	I	got	back	from	my	

walk	in	the	park	this	morning.
W: 		Do	you	think	you’ve	caught	a	cold	or	something?
M: 		No.	I	don’t	 think	so.	I	don’t	have	a	fever	or	a	sore	

throat.
W: 		Well,	did	you	touch	any	trees	or	flowers	in	the	park?
M: 		No.	I	 just	stopped	and	sat	on	a	bench	under	a	big	

tree	for	a	few	minutes.
W: 		Hmm....	Pollen	 is	everywhere	 these	days,	 so	you	

may	have	some	allergies.
M: 		Ah,	you’re	probably	 righ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 		Well,	you	should	change	your	clothes	and	wash	your	

hands	and	face.
M: 		Okay,	I	will.	Then	what	should	I	do	if	I	still	have	an	

allergy	even	after	following	your	advice?
W: 		If	your	 symptoms	continue,	you	should	go	see	a	

doctor.

여: 	Brian,	당신	얼굴에	발진이	생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남: 		몸이	좀	불편해요,	여보.	오늘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돌아

온	이후로	콧물이	나고	얼굴에	발진이	생겼어요.

여: 	감기	같은	거에	걸린	것	같아요?

남: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지는	않

거든요.

여: 	그럼	공원에서	나무나	꽃을	만졌나요?

남: 		아니요.	그냥	멈춰서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여: 		흠….	요즘	꽃가루가	어디에나	있어서,	당신이	알레르기가	생

겼을지도	몰라요.

남: 		아,	아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

어요?

여: 	글쎄요,	당신은	옷을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해요.

남: 		좋아요,	그럴게요.	그럼	만일	당신의	조언을	따른	후에도	여

전히	알레르기가	있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 	당신의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해요.

[Topic & Situation]	꽃가루	알레르기

[Solution]	남자는	산책을	다녀	온	이후에	콧물이	나고	얼굴에	발

진이	생겼다고	말하자,	여자는	꽃가루	알레르기일	수	있다고	말하

면서	옷을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자는	여자의	조언을	따른	후에도	알레르기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으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②	‘당신의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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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decide	whether	to	get	a	personal	trainer	or	not.
W:	 	Well,	I	think	you	should	get	one	at	first	so	you	can	

get	a	good	workout	routine	to	do.
M:	 	I	agree.	I’ll	sign	up	to	get	a	personal	trainer	when	I	

join.

남:		여보,	난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해	볼까	해요.

여: 		내가	응원해요,	Mike.	당신은	지난	2년	정도	동안에	몸무게

가	늘었어요.	

남: 		난	과체중인데도	그것이	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깨닫지	못

했어요.

여: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어요?

남:		오늘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내	혈압이	상당히	높아

요.	의사가	식사에	주의하고	체중을	줄이라고	말했어요.

여:		의사가	무엇을	추천해	주었어요?

남: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있잖아요,	4번가에	막	개업한	새	피트니스	

클럽이	있어요.

남:		맞아요,	그곳에	등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	트레이너

를	구해야	할지	아닐지만	결정하면	돼요.

여:		음,	적절한	일상적인	운동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처음에는	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동의해요.	내가	등록할	때	개인	트레이너를	구하는	것을	신

청할게요.

[Topic & Situation]	개인	트레이너	신청

[Solution]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고	운동할	때	개인	트레이너

를	구해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지	못한	남자에게	처음에는	개인	

트레이너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동의해요.	내가	등록할	때	개인	트레이

너를	구하는	것을	신청할게요.’이다.

①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운동용	실내	자전거를	주문할게요.

②	아주	좋아요.	당신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한다면	정말	도

움이	될	거예요.

③	고마워요.	지금부터는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을게요.

⑤	물론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당신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구해	

줄게요.

[Words & Phrases]
overweight�과체중의,�비만의���recommend�추천하다���fitness�

club�피트니스�클럽,�헬스클럽���workout�운동���routine�일상적인�일

의�순서와�방법,�늘�하는�일과

8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여:		내	말은	수업	때마다	그것을	빌리라는	것이	아니야.	장기간	

그것을	빌리라는	거야.

남:		그렇게	보드를	빌려주는	곳이	있어?

여: 		물론이지.	근데	서핑용품점은	아니야.	공유경제	웹사이트인

데	거기서	일반인들이	물건을	빌려.	꽤	싸기도	하고.	난	지난

달에	파티에	갈	드레스를	빌렸어.

남:		그랬어?	사람들이	실제로	서프보드를	빌리는	거	같아?

여:		아마도.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

을	봐	왔어.

남:		그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서프보드를	빌려주면	좋겠어.	

[Topic & Situation]	공유경제	활용

[Solution]	남자가	서핑	수업을	위한	서프보드를	사려고	하자	여

자가	공유경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장기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남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남자가	사람들이	서프보드를	빌리는지	

묻자	여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

을	봐	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그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서프보

드를	빌려주면	좋겠어.’이다.

①	내가	널	위해	드레스를	빌릴	수	있을	거야.

②	너	나랑	수업	하나	신청해.

③	난	웹사이트에	의견을	남겨	본	적이	없어.

④	넌	제조사에서	온라인으로	그것들을	살	수	있어.

[Words & Phrases]
take�a�lesson�수업을�받다���expect�예상하다���sign�up�for�~을�

신청하다���comment�의견,�논평���manufacturer�제조사

7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I’m	thinking	about	trying	to	lose	weight.
W: 		I	 support	you,	Mike.	You’ve	gained	weight	 in	 the	

last	couple	of	years.
M: 		I’m	overweight,	but	I	didn’t	realize	how	bad	it	is	for	

my	health.
W:	 	What	made	you	realize	that?
M:	 	I	went	for	a	medical	check-up	today	and	my	blood	

pressure	is	quite	high.	The	doctor	told	me	to	watch	

my	diet	and	lose	weight.
W:	 	What	did	the	doctor	recommend?
M:	 	She	told	me	I	should	start	exercising	regularly.
W:	 	That’s	a	good	idea.	You	know,	there’s	the	new	fitness	

club	that	just	opened	up	on	4th	Street.
M:	 	Yeah,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re.	I	just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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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신에게	사야할	것의	목록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줄게요.

[Topic & Situation]	캠핑에	가져갈	식료품	사오기

[Solution]	캠핑에	가져갈	식료품들과	다른	것들을	사다	달라는	

여자에게	남자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당신에게	사야할	것의	목록을	문자	메시지로	보

내	줄게요.’이다.

②	그것이	캠핑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③	요리	수업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④	당신은	꼭	신선한	채소들을	섭취해야	해요.

⑤	그렇게	우리	식비를	줄일	수	있어요.

[Words & Phrases]
favor�부탁,�청(請)���grocery�store�식료품점���accidentally�잘못하여,�

우연히���carton�갑,�통���spill�쏟아지다���go�through�~을�다�마시

다[써�버리다]���tray�칸막이�상자,�쟁반���write�down�~을�적어�두다���

text�문자�메시지를�보내다���sign�up�for�~에�등록하다���cut�down�

on�~을�줄이다���expense�비용

9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i,	Pam.	Come	on	in.
W:	 	Hello,	Mr.	Turner.	I	heard	from	Bob	that	you	wanted	

to	see	me.
M:	 	Yes.	I	have	something	I’d	like	to	discuss	with	you.	

Please	have	a	seat.
W:	 	Thank	you.	What’s	it	about?
M:	 	It’s	about	your	invention	idea	you	submitted	for	the	

science	assignment.
W:	 	You	mean	my	idea	for	a	smartphone	app	that	helps	

make	recycling	easy?
M:	 	Yes.	The	other	science	teachers	and	I	really	like	it.
W:	 	Oh,	I’m	so	glad	to	hear	that.
M:	 	So	I’d	like	to	recommend	you	submit	your	invention	

idea	to	the	national	invention	contest.
W:	 	The	national	invention	contest?	Well,	I’m	not	so	sure	

that	mine	is	that	good.
M:	 	Just	give	it	a	try.	Your	idea	is	really	creative.

남:		안녕,	Pam.	어서	들어오렴.

여:		안녕하세요,	Turner	선생님.	선생님께서	절	보기를	원하신다

고	Bob에게	들었어요.

남:		그래.	너랑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단다.	앉으렴.

여: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Cell phone rings.]

W:	 	Honey,	can	you	do	me	a	favor?
M:	 	Sure.	What	is	it?
W:	 	Can	you	get	me	some	eggs,	milk,	and	onions	from	

the	grocery	store	on	the	way	home?	I	need	them	for	

camping	this	weekend.
M:	 	Sure,	no	problem.	What	are	you	cooking	with	them?
W:	 	Ham	and	cheese	omelets.
M:	 	Sounds	good.	Are	you	sure	we	need	milk?	Didn’t	

you	get	some	yesterday?
W:	 	Yeah.	 Jack	 accidentally	dropped	 the	 carton	 this	

morning.	The	milk	 spilled	 all	 over	 the	 floor,	 so	

there’s	none	left.
M:	 	I	got	it.	Should	I	just	get	one	carton?
W:	 	Umm.	Actually	buy	two.	We	usually	go	through	it	

pretty	fast.
M:	 	Okay.	I’ll	get	two.	Sorry,	and	what	else	did	you	want	

me	to	get?
W:	 	A	tray	of	eggs	and	3	onions.	Oh,	and	actually	I	have	

a	few	other	things	written	down	to	get.
M:	 	All	 right.	 I’m	not	 sure	 I’ll	 be	 able	 to	 remember	

everything,	though.
W:	 	I’ll	text	you	a	list	of	what	to	buy.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여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뭔데요?

여:		집에	오는	길에	식료품점에서	달걀	몇	개,	우유,	그리고	양파

를	사다	줄	수	있나요?	이번	주말	캠핑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

요해요.

남:		그래요,	문제없어요.	그것들로	무슨	요리를	할	거예요?

여:		햄과	치즈가	들어간	오믈렛을	만들	거예요.

남:		좋아요.	틀림없이	우리는	우유가	필요한가요?	어제	좀	사오

지	않았어요?

여:		네.	Jack이	오늘	아침에	잘못하여	우유갑을	떨어뜨렸어요.	

우유가	바닥	전체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남:		알겠어요.	한	갑만	사	가면	되나요?

여:		음.	실은	두	갑이요.	우리는	보통	아주	빨리	그것을	다	먹어요.

남:		알았어요.	두	갑을	살게요.	미안한데,	또	무엇을	내가	사	가기

를	원한다고	했나요?

여:		달걀	1판과	양파	3개요.	아,	그리고	사실은	사려고	적어	둔	

다른	몇	가지가	있어요.

남:		좋아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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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mean	you	could	send	her	your	report	by	email.
W:	 	Good	 idea!	 I’ll	ask	her	 to	print	 it	 and	bring	 it	 to	

school	tomorrow.

여:		아빠,	프린터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모든	페이지에	흰	줄들

이	아래로	그어져	있어요.

남:		아마	토너가	거의	다	떨어져서	그럴	거야.

여:		글쎄요,	지난달에	토너를	교체한	후로	우리는	프린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		프린터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니?

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		알겠다.	그러면	내가	내일	그것을	수리할게.

여: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내일	아침	수업을	위한	

보고서를	출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		음….	그러면	네	친구	Carol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여:		하지만	그녀의	집에	가서	프린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시간

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		내	말은	네	보고서를	이메일로	그녀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야.

여: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에게	그것을	출력해서	내일	학교로	가

져와	달라고	부탁할게요.

[Topic & Situation]	숙제	프린트	도움	요청

[Solution]	프린터가	고장	나서	내일	아침	수업을	위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친구	집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

청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말하자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

내라는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에게	그것을	출력해서	내일	학교로	가

져와	달라고	부탁할게요.’이다.

①	알겠어요.	그녀에게	프린터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②	맞아요.	그녀에게	전화해서	내가	갈	거라고	말할게요.

③	물론이에요.	그녀에게	우리	프린터를	지금	사용해도	된다고	말

할게요.

④	아주	좋아요!	그녀가	기꺼이	나를	도와서	내	보고서를	수정해	

주길	바라요.

[Words & Phrases]
barely�거의�~않다���replace�교체하다���fix�수리하다���be�on�one’s�

way�가는�중이다���correct�수정하다

1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did	you	know	our	kitchen	 sink	 faucet	 is	

leaking?
W:	 	No,	I	didn’t.	When	did	that	start?

남:		그건	네가	과학	과제를	위해	제출한	발명	아이디어에	관한	거

란다.

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에	관한	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		그래.	다른	과학	선생님들과	나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든단다.

여:		아,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남:		그래서	난	네가	너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국	발명	대회에	제출

하라고	권하고	싶어.

여:		전국	발명	대회요?	글쎄요,	전	제	것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		한번	시도해	보렴.	네	아이디어는	정말	창의적이야.

[Topic & Situation]	발명	아이디어

[Solution]	여자에게	과학	과제로	제출한	발명	아이디어를	전국	

발명	대회에	제출해	보라고	남자가	권하자	여자는	자신의	아이디

어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번	시

도해	보렴.	네	아이디어는	정말	창의적이야.’이다.

②	알아.	좋은	아이디어는	흔히	실수에서	나오지.

③	물론이지.	난	네가	그	대회에서	잘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④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과제를	이미	받았단다.

⑤	맞아.	너는	네	발명	아이디어를	수정했어야만	했어.

[Words & Phrases]
invention�발명���submit�제출하다���assignment�과제���recycling�

재활용� � � recommend�권하다,�추천하다�� �creative�창의적인���

revise�수정하다

10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Dad,	 something’s	wrong	with	 the	printer.	All	 the	

pages	have	white	lines	going	down	them.
M:	 	Maybe	it’s	almost	out	of	toner.
W:	 	Well,	we’ve	barely	used	the	printer	since	replacing	

the	toner	last	month.
M:	 	Does	the	printer	show	an	error	message?
W:	 	No,	it	doesn’t.
M:	 	I	see.	Then	I’ll	get	it	repaired	tomorrow.
W:	 	Okay,	Dad.	But	the	problem	is	I	need	to	print	out	my	

report	for	class	tomorrow	morning.
M:	 	Hmm....	Then	how	about	asking	your	friend	Carol	

for	help?
W:	 	But	don’t	you	think	it’s	too	late	to	go	to	her	house	

and	use	her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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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당장	

모든	수도	밸브를	잠글게요.’이다.

①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경험이	많은	배관공이

거든요.

②	말도	안	돼요.	수도꼭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③	휴.	싱크대	수도꼭지	수리는	나에게	정말	어려웠어요.

⑤	네.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아	아주	마음이	놓여요.

[Words & Phrases]
faucet�수도꼭지���leak�(액체나�기체가)�새다���notice�알다,�의식하다���

crack��(무엇이�갈라져�생긴)�금���replace�교체하다���plumber�배관

공���tool�공구,�도구���turn�off�~을�잠그다���supply�공급

12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Eric,	how	are	your	Chinese	lessons	going?
M:	 	Actually,	I’m	losing	interest	in	them.
W:	 	Really?	You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tudying	

Chinese	when	you	started.
M:	 	I	know,	I	was.	At	 first,	 I	 just	 took	basic	speaking	

lessons,	and	those	were	really	fun.	And	the	grammar	

wasn’t	too	difficult	for	me.
W:	 	So	you’re	saying	it’s	gotten	harder?
M:	 	Yeah,	a	lot	harder.	Because	nowadays	I’m	studying	

how	to	read	and	write.
W:	 	Why	is	that	so	much	more	difficult	than	speaking?
M:	 	Because	 there’s	 no	 alphabet.	You	 just	 need	 to	

memorize	Chinese	characters,	but	there	are	so	many	

and	a	 lot	of	 them	 look	so	similar.	They’re	 really	

confusing.
W:	 	That’s	what	my	brother	 told	me.	But	he	 said	he	

knew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memorizing	

them.
M:	 	Really?	Can	you	share	his	secret?
W:	 	It’s	effective	 to	repeat	writing	 the	frequently	used	

ones	every	day.

여:		Eric,	중국어	수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남:		사실,	난	그	수업에	흥미를	잃고	있어.

여:		정말?	네가	시작할	때	중국어	공부하기를	정말	기대했었

잖아.

남:		나도	알아,	그랬었지.	처음에는	다만	기초	말하기	수업을	들

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그리고	문법이	나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

M:	 	I	don’t	know.	I	just	noticed	it.
W:	 	I	wonder	where	the	leak	is	coming	from.
M:	 	Let	 me	 see.	 [Pause]	 Oh,	 there’s	 a	 small	 crack	

around	the	faucet	handle.
W:	 	So	that	means	we	have	to	replace	the	whole	faucet,	

right?
M:	 	I	 think	so.	And	 it’s	probably	expensive	 to	have	a	

plumber	do	it.
W:	 	Yeah.	Do	you	think	we	can	do	it	ourselves?
M:	 	Well,	I’ve	never	done	it	before,	so	I’m	not	sure.
W:	 	I	think	all	we	have	to	do	is	buy	the	same	faucet	and	

replace	it.	I’m	sure	we	have	all	the	tools	to	do	it.
M: 		You’re	probably	right.	Then	let’s	 try	replacing	 the	

faucet	ourselves.	What	shall	we	do	first?
W: 		Well,	I	think	we’ll	need	to	turn	off	the	water	supply	

in	our	house	first.	
M: 		You’re	 right.	 I’ll	 close	all	 the	water	valves	 right	

away.

남:		여보,	우리	부엌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	알

고	있었어요?

여:		아니요,	몰랐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남:		몰라요.	방금	알았어요.

여:		어디서	새어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남:		어디	보자.	[잠시	후]	아,	수도꼭지	손잡이	주변에	작은	금이	

가	있어요.

여:		그럼	우리가	수도꼭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거죠?

남: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배관공을	시켜서	하는	건	아마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여: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글쎄요,	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		같은	수도꼭지를	사서	교체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공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수도꼭지를	

교체해	봐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까요?

여: 	음,	우리	집	물	공급을	먼저	잠가야	할	것	같아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당장	모든	수도	밸브를	잠글게요.

[Topic & Situation]	물이	새는	수도꼭지	교체하기

[Solution]	여자가	부엌	싱크대	수도꼭지를	직접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묻자,	남자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했고,	여자가	수도꼭지를	사서	교체하기만	하면	되고,	공구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남자가	수도꼭지를	직접	교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여자는	물	공급을	먼저	잠

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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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황에 적절한 말 � 본문�102~107쪽

기출 예제 �⑤

Exercises �1�③� 2�②� 3�③� 4�④� 5�⑤� 6�⑤

기출 예제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Brian	is	a	high	school	student.	He	has	only	traveled	

with	his	 family	before.	Until	now	his	mother	has	

always	 taken	care	of	his	 travel	bag,	so	he	doesn’t	

have	 any	 experience	 preparing	 it	 himself.	This	

weekend,	Brian	is	supposed	to	go	on	a	school	 trip	

with	 his	 friends.	 He	 asks	 his	 mother	 to	 get	 his	

stuff	ready	for	his	trip	this	time,	too.	However,	she	

believes	Brian	 is	old	enough	 to	prepare	what	he	

needs,	and	she	thinks	this	time	is	a	great	opportunity	

for	him	 to	 learn	 to	be	more	 independent.	So,	she	

wants	 to	 tell	Brian	 that	he	 should	get	his	 things	

ready	and	put	 them	 in	his	bag	without	her	help.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Brian’s	mother	most	

likely	say	to	Brian?
Brian’s mother:	Why	 don’t	 you	 pack	 your	 bag	 by	

yourself	for	the	trip?

여:		Brian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전에	오직	가족하고만	여행

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어머니가	항상	그의	여행	

가방을	챙겨	주었으므로	그는	여행	가방을	직접	준비한	경험

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Brian은	자기	친구들과	수학여행

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여행

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는	Brian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나

이가	되었다고	믿고,	이번이	Brian이	보다	자립적이	되는	법

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Brian에게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신의	물건들을	준비해서	그

것들을	가방에	꾸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

에서	Brian의	어머니는	Bria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Brian의 어머니:	여행을	위해	너의	가방을	너	스스로	꾸리는	게	

어떻겠니?

[Topic & Situation]	여행	가방	꾸리기

[Solution]	Brian의	어머니는	Brian에게	자립심을	길러	주기	위

해서	이번에는	여행	가방을	스스로	꾸리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상

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Brian의	어머니가	Brian에게	할	말로	

여: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니?

남:		그래,	훨씬	더	어려워졌어.	왜냐하면	요즘은	읽고	쓰는	법을	

공부하고	있거든.

여:		왜	그것이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훨씬	더	어렵니?

남:		알파벳이	없어서야.	한자를	외우면	되지만,	너무	많고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매우	비슷해.	그것들은	정말로	헷갈려.

여:		그게	바로	우리	오빠가	했던	말이야.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외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를	알고	있다고	말

했어.

남:		정말?	그의	비결을	말해	줄	수	있겠니?

여: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매일	반복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래.

[Topic & Situation]	한자	외우기

[Solution]	남자가	한자를	외우는	것이	헷갈리고	어렵다고	말하

자,	여자는	오빠가	한자를	외우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했다

고	했고,	이에	남자가	비결을	말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자

주	사용하는	것들을	매일	반복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래.’이다.

①	나는	네가	한자를	그렇게	잘	쓰는	줄은	몰랐어.

②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문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③	우리	오빠는	어제	중국어	시험에서	매우	잘했어.	

④	그는	그	회사에	고용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라고	내게	말했어.		

[Words & Phrases]
look�forward�to�~을�기대하다,�~을�고대하다���memorize�암기하

다���character�글자���confusing�헷갈리는,�혼동되는���get�hired�

고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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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적절한	것은	③	‘제가	대출한	책의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요?’이다.

①	연체료가	얼마인가요?

②	잡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대출할	수	있나요?

④	제가	찾고	있는	책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⑤	제가	분실한	책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Words & Phrases]
check�out� (도서관�등에서)�대출하다���extremely�대단히,�극도로���

due�기한이�다�된���upon�request�요청하면,�요청에�의해���extend�

연장하다���overdue�fee�연체료���renew�(책�따위)의�대출�기한을�연

장[갱신]하다

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Ron	 is	a	college	student.	He’s	at	home	writing	a	

term	paper.	He’s	having	difficulty	concentrating,	

so	he	goes	to	a	nearby	cafe	for	a	change	of	scenery,	

which	he	thinks	might	help.	He	orders	a	coffee	and	

starts	working	on	his	laptop.	After	a	while,	he	really	

has	 to	use	 the	 restroom.	He’s	afraid	 if	he	 leaves	

his	 laptop	on	 the	 table	while	using	 the	 restroom,	

someone	might	steal	it.	He	looks	around	and	notices	

his	friend	Joan	studying	at	another	table	in	the	cafe.	

Ron	goes	over	to	her.	He	wants	to	ask	Joan	to	watch	

it	while	he’s	gon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Ron	

most	likely	say	to	Joan?
Ron:	Can	you	keep	an	eye	on	my	laptop	while	I’m	away?

여:		Ron은	대학생입니다.	그는	집에서	학기	말	과제를	쓰고	있

습니다.	그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	

근처의	카페로	가는데,	그는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	컴퓨터로	일하기	시작

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정말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는	화장

실에	간	동안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탁자	위에	두고	가면,	

누군가	그것을	훔쳐	갈까	봐	걱정됩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

다가	그의	친구	Joan이	카페의	다른	탁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Ron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Joan
에게	그가	없는	동안	그것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Ron은	Joa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Ron: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내	노트북	컴퓨터를	지켜봐	줄	수	

있니?

[Topic & Situation]	노트북	컴퓨터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기

[Solution]	자신이	화장실에	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노트북	컴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여행을	위해	너의	가방을	너	스스로	꾸리는	

게	어떻겠니?’이다.

①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꼭	나에게	전화해라.

②	수학여행은	친구를	사귈	좋은	기회야.

③	나는	여행이	너의	시각을	넓혀	준다고	믿는다.

④	짐을	너	스스로	옮기는	게	어떻겠니?

[Words & Phrases]
school � tr ip �수학여행� � � stuff �물건� � �opportunity �기회���

independent�자립적인,�독립적인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Laura	is	a	high	school	student.	She	goes	to	the	city	

library	and	checks	out	a	book	she’s	wanted	to	read	

for	a	long	time.	She	starts	reading	it,	but	she	ends	up	

getting	extremely	busy	studying	for	her	midterms.	

Eventually,	she	realizes	she	won’t	be	able	to	finish	

reading	the	book	before	it’s	due	back	at	the	library.	

She	 knows	 she	 can	 keep	 the	 book	 for	 a	 longer	

period	upon	request	if	nobody	has	reserved	it,	so	she	

brings	the	book	to	the	library.	She	wants	to	ask	the	

librarian	 if	she	can	extend	the	checkout	period.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Laura	most	likely	say	to	

the	librarian?
Laura:	Can	I	renew	a	book	I	have	checked	out?

남:		Laura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녀는	시립	도서관에	가서	오랫

동안	읽고	싶어	했던	책을	대출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중간고사를	위해	공부하느라	대단히	바

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도서관	반납	기일	전에	그	책을	읽

는	것을	끝마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만

일	아무도	그	책을	예약하지	않았을	경우	요청하면	더	긴	기

간	동안	책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도서관

으로	책을	가져갑니다.	그녀는	그녀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사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ura
는	사서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Laura:	제가	대출한	책의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Topic & Situation]	도서관에서	책	대출	기간	연장하기

[Solution]	도서	대출	기간	동안에	책을	다	읽지	못해서	책의	대

출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Laura가	사서에게	할	말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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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	네가	꾸리고	있는	짐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노력해	봐.

[Topic & Situation]	여행	짐	꾸리는	데	조언하기

[Solution]	해외여행이	처음인	Karen이	너무	많은	물건을	여행	

가방에	채워	넣는	것을	보고	가능한	한	가볍게	짐을	꾸리라고	말

해	주고	싶은	Linda가	Kare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네가	꾸리고	있는	짐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노력해	봐.’이다.

①	네	가방	중	하나를	내가	들어	줄게.

②	내	여행	가방에는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④	네	수하물에	이름표	다는	것을	잊지	마.

⑤	무거운	물건들을	여행	가방	맨	아래쪽에	챙겨	넣어.

[Words & Phrases]
suitcase�여행�가방���stuff�(빽빽히)�채워�넣다���pack�짐을�싸다[꾸리

다,�챙기다]���room�여유,�비어있는�공간���to�a�minimum�최소한도로���

luggage�(여행용)�수하물[짐]

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Nelly	and	Matthew	are	classmates,	and	today	they’re	

volunteering	at	a	Children’s	Day	festival.	Nelly’s	

job	 is	 taking	children’s	photos	at	 the	photo	booth	

and	Matthew	 is	doing	 face-painting	 at	 the	 face-

painting	booth.	The	booths	are	not	close	 to	each	

other.	At	 some	point,	 there	are	 too	many	kids	at	

the	face-painting	booth	for	Matthew	and	the	other	

volunteers	 to	handle.	So	Matthew	calls	Nelly	 to	

ask	for	help.	However,	she’s	also	really	busy	at	her	

booth.	Therefore,	Nelly	wants	to	decline	Matthew’s	

reques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Nelly	most	

likely	say	to	Matthew?
Nelly:	I’m	afraid	I’m	too	busy	to	help	you.

여:		Nelly와	Matthew는	같은	반	친구이고,	오늘	그들은	어린이

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Nelly의	업무는	사

진	부스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고	Matthew는	페이

스	페인팅	부스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

들은	서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페이스	페인팅	

부스에	Matthew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Matthew는	도움을	요청

하기	위해	Nelly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그녀도	역시	

그녀의	부스에서	매우	바쁩니다.	따라서,	Nelly는	Matthew
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Nelly는	

Matthew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Nelly:	나는	너무	바빠서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퓨터를	훔쳐	갈까	봐	걱정되어	친구	Joan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는	Ron
이	Jo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내가	자리를	비운	동

안	내	노트북	컴퓨터를	지켜봐	줄	수	있니?’이다.

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래?

③	혹시	내	노트북	컴퓨터	봤니?	이	탁자	위에	있었는데.

④	나는	내	과제를	끝마쳤으니까,	네가	내	노트북	컴퓨터를	써

도	돼.

⑤	내	노트북	컴퓨터	좀	봐	줄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Words & Phrases]
term�paper�학기말�과제���concentrate�집중하다���change�of�

scenery�(장소를�바꾸어�얻는)�기분�전환���notice�알아차리다,�주목하

다���keep�an�eye�on�~을�(계속)�지켜보다

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Linda	and	Karen	are	sisters,	and	 they’re	going	on	

a	 trip	abroad.	They’re	going	 to	visit	 their	uncle	 in	

Sweden	and	also	 travel	around	 the	country.	They	

decide	 to	 take	 just	one	 suitcase	each.	Karen	has	

never	traveled	abroad	before	and	starts	stuffing	her	

suitcase	with	anything	she	 thinks	 she	may	need.	

Linda,	on	the	other	hand,	has	traveled	overseas	quite	

a	few	times	and	knows	what	 to	pack	and	what	not	

to.	When	she	sees	what	Karen	is	packing,	she	thinks	

Karen	is	packing	too	many	things	for	the	trip.	Linda	

wants	to	tell	Karen	to	pack	as	 light	as	possibl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Linda	most	likely	say	to	

Karen?
Linda:	Try	to	keep	what	you’re	packing	to	a	minimum.

남:		Linda와	Karen은	자매이고,	그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웨덴에	있는	삼촌을	방문하고	그	나라	여기

저기를	여행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의	여행	가

방만	가져가기로	합니다.	Karen은	이전에	해외여행을	한	적

이	없어서,	그녀	생각에	자신이	필요할	것	같은	무엇이든	여

행	가방에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Linda는	꽤	여러	

번	해외여행을	해	본	적이	있어서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챙기

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Karen이	꾸리고	있

는	짐을	볼	때,	그녀는	Karen이	여행을	위해	너무	많은	물건

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inda는	Karen에게	가능한	

한	가볍게	짐을	싸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inda는	Kare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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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신입	부원들이	있으니	그	동아리는	나아질	거야.

[Topic & Situation]	과학	실험	동아리	가입

[Solution]	과학	실험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Jacob은	그	동아리

의	몇	안	되는	부원들이	과학에	대해	열정적이지	않으며	실험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Mia에게	그	동아리에	신입	부원들이	

있으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Jacob이	Mi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신입	부

원들이	있으니	그	동아리는	나아질	거야.’이다.	

①	그	동아리에서의	실험은	재미있어야	해.

②	그	동아리의	부원이	되면	너의	과학	실력이	향상되지.	

③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동아리에	가입

할	수	있어.

④	그들이	실험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유감이야.

[Words & Phrases]
freshman�신입생���experiment�실험���passionate�열정적인���

now�that�~이므로,�~이기�때문에�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Sophia	 is	 a	 new	 middle	 school	 teacher.	 She’s	

concerned	about	one	of	her	students	who	is	so	shy	

that	he	rarely	interacts	with	others.	For	advice,	she	

goes	to	talk	to	Kevin,	a	colleague	with	over	2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He’s	great	at	giving	new	

teachers	 teaching	 tips.	After	 listening	 to	Sophia’s	

concern,	Kevin	says	 that	a	great	way	 to	get	a	shy	

student	to	interact	with	his	classmates	is	to	give	him	

tasks	that	require	him	to	interact	with	other	students.	

Sophia	 considers	 making	 the	 student	 the	 class	

librarian.	She	wants	 to	know	what	Kevin	thinks	of	

her	idea.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ophia	most	

likely	say	to	Kevin?	
Sophia:	Would	it	be	good	to	have	my	student	manage	

the	class	library?

여: 		Sophia는	중학교	신임교사입니다.	그녀는	너무	소심해서	다

른	학생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에	대

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20년이	

넘는	교사	경험을	가진	동료인	Kevin과	이야기를	나누러	갑

니다.	그는	신임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주

는	데	능숙합니다.	Sophia의	염려를	들은	후,	Kevin은	소심

한	학생이	반	친구들과	교류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그가	다

른	학생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는	임무를	그에게	주는	것이라

[Topic & Situation]	도움	요청	거절하기

[Solution]	어린이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Matthew
가	너무	바빠서	다른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Nelly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도	역시	매우	바빠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싶은	Nelly가	Matthew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나는	너무	바빠서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이다.

①	너는	정말로	휴식을	취해야	해.

②	물론이지.	내	카메라를	너에게	빌려줄게.

③	그	일이	힘들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⑤	글쎄,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Words & Phrases]
booth�부스,�(칸막이를�한)�작은�공간���at�some�point�어느�순간���

handle�처리하다,�다루다�� �decline� (정중히)�거절하다,�사양하다���

request�요청

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Jacob	is	a	high	school	freshman	who	enjoys	science,	so	

he	decides	to	join	the	school	science	experiment	club.	

One	day,	he	tells	his	friend	Mia	about	his	plan.	Mia	

tells	Jacob	the	bad	things	she’s	heard	about	the	science	

experiment	club.	She	says	that	the	few	members	who	

are	in	the	club	aren’t	that	passionate	about	science.	

Also,	 she	 says	 that	 they	don’t	 do	many	 science	

experiments.	Jacob	has	heard	those	same	things,	but	

he	knows	that	there	are	new	members	and	believes	that	

the	club	is	going	to	improve.	He	wants	to	tell	Mia	thi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acob	most	likely	say	to	

Mia?
Jacob:	The	club	will	get	better	now	that	 there	are	new	

members.

남: 		Jacob은	과학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인데,	학교	과학	

실험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Mia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Mia는	Jacob에게	

과학	실험	동아리에	대해	들었던	좋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녀는	그	동아리에	있는	몇	안	되는	회원들이	과학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그들이	과

학	실험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Jacob은	똑같은	말

을	들었지만,	신입	부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아리

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것을	Mia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Jacob은	Mia에게	뭐라고	말하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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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예제 �1�①� 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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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예제 정답 1 ①  2 ③

[Script & Translation]
M:	 	How	did	people	send	mail	before	they	had	access	to	

cars	and	trains?	There	were	simple	options	out	there,	

like	delivery	by	animal.	Horses	were	 frequently	

utilized	 in	delivery	of	 letters	and	messages.	 In	 the	

19th	century,	a	mail	express	system	that	used	horses	

serviced	a	large	area	of	 the	United	States.	Pigeons	

may	be	seen	as	a	problem	by	many	people	 today.	

However,	in	ancient	Greece,	they	were	used	to	mail	

people	 the	results	of	 the	Olympics	between	cities.	

Alaska	and	Canada	are	known	for	their	cold	winters.	

In	their	early	days,	dogs	were	utilized	to	deliver	mail	

because	they’ve	adapted	to	run	over	 ice	and	snow.	

Maybe	the	most	fascinating	of	all	delivery	animals	

is	 the	camel.	Australia	 imported	camels	 from	the	

Middle	 East	 and	 utilized	 them	 to	 transfer	 mail	

across	vast	deserts.	They	were	ideally	suited	to	this	

job	because	they	can	go	without	water	for	quite	a	

while.	Fortunately,	we’ve	developed	faster	and	more	

reliable	delivery	systems,	but	we	should	not	ignore	

the	important	roles	these	animals	played	in	the	past.

남:		사람들은	자동차와	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	전에	어떻게	우편

물을	보냈을까요?	동물에	의한	배달과	같은	간단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편지와	메시지	전달에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	말을	이용한	우편물	급행	시스템

이	미국의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오늘날	비둘기

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그것들은	도시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올

림픽	경기의	결과를	전해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와	캐나다는	추운	겨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시대에	개들

이	얼음과	눈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응했으므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배달	동물들	중에

서	가장	흥미로운	동물은	낙타일	것입니다.	호주는	중동에서	

낙타를	수입하여	광활한	사막을	건너	우편물을	수송하는	데	

고	말합니다.	Sophia는	그	학생을	학급	사서로	임명하는	것

을	고려합니다.	그녀는	Kevin이	그녀의	생각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ophia는	

Kevi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Sophia:	제	학생이	학급	문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Topic & Situation]	소심한	학생을	돕는	방법

[Solution]	소심해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에게	

반	친구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는	임무를	주라는	동료	교사	Kevin
의	조언을	듣고,	Sophia는	그	학생을	학급	사서로	임명하는	방법

을	생각해	내고	그것에	대한	Kevin의	생각을	묻고	싶어	하는	상

황이다.	따라서	Sophia가	Kevi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제	학생이	학급	문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이다.

①	학급	문고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②	선생님	교실에	학급	문고를	설치하는	것은	어때요?	

③	학교	사서	교사에게	제	학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

때요?	

④	제	학생이	학교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Words & Phrases]
be�concerned�about�~을�걱정하다���shy�소심한,�수줍어하는���

colleague�동료���require�필요하다,�요구하다���librarian�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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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the	 eggs.	The	 female	 octopuses	 are	 so	

dedicated	 that	 they	don’t	have	time	to	eat,	so	 they	

often	end	up	dying	 shortly	 after	 the	eggs	hatch.	

Lastly,	after	alligator	eggs	hatch,	the	female	spends	

the	next	year	of	her	life	protecting	her	babies	from	

other	alligators.	Incredibly,	she	does	this	by	keeping	

her	babies	in	her	mouth	to	protect	them.	Now,	we’ll	

watch	a	video	about	these	animals.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자식을	기르고	보호하려는	어머

니의	기본적인	본능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

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사실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무리에서	어

미	코끼리들은	교대로	서로의	새끼들을	보살핍니다.	이것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함으로써	갓	태어난	새

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랑우탄은	또	하

나의	예입니다.	어미	오랑우탄은	자기	새끼들의	생의	처음	

4개월	내내	그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유지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자기	새끼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는	문어입

니다.	알을	낳은	후에	암컷	문어는	물살을	알	쪽으로	밀어서	

알이	확실하게	충분한	산소를	얻게	하는	데	그	다음	2개월

을	바칩니다.	암컷	문어들은	매우	헌신적이어서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해,	그것들은	알이	부화한	직후에	흔히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악어	알이	부화한	후에	암컷들은	자신

의	삶의	다음	1년을	다른	악어들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보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암컷	악어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자신의	입	안에	머금음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동물들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할	것입니다.

[Topic & Situation]	동물	어미의	본능적인	새끼	돌보기

[Solution]
1	여자는	동물	어미들이	본능적으로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는	것

을	코끼리,	오랑우탄,	문어,	악어의	행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

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성애적	

보호에	있어서의	동물의	본능’이다.	

②	동물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

③	암컷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

④	야생에서	새끼	동물들의	성장	주기

⑤	암컷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2	암컷	동물들의	본능적인	새끼	돌보기에	대해	말하면서,	코끼리,	

오랑우탄,	문어,	악어는	언급되었지만,	⑤	‘펭귄’은	언급되지	않

았다.

[Words & Phrases]
instinct�본능���raise�기르다���protect�보호하다���herd�(함께�살고�

함께�먹이를�먹는�동종�짐승의)�무리,�떼���take�turns�-ing�교대로�~하

그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것들은	물	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이상적으로	적합했습니다.	다행

히,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을	개발

했지만,	우리는	이	동물들이	과거에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들

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Topic & Situation]	역사상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사용된	동물들

[Solution]
1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에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동

물들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사상	우편배달에	사용된	동물들’

이다.

②	야생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의	어려움

③	환경	변화에	대한	동물들의	적응

④	여러	나라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⑤	동물들이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들

2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사용되었던	동물로	말,	비둘기,	개,	낙타

는	언급되었지만,	③	‘독수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access� to�~을�이용할�수�있음�� �option�선택(할�수�있는�것)����

delivery�배달���utilize�이용하다���adapt�적응하다���fascinating�

대단히�흥미로운,�아주�재미있는��� import�수입하다���desert�사막���

reliable�신뢰할�만한,�믿을�만한

Exercises

1~2 정답 1 ①  2 ⑤

[Script & Translation]
W:	 	Hello,	everyone.	There’s	probably	no	greater	force	

than	a	mother’s	basic	instinct	to	raise	and	protect	her	

children.	This	is	true	for	animals	as	well	as	humans.	

Here	are	some	examples.	The	 first	are	elephants.	

In	 elephant	 herds,	mothers	 take	 turns	watching	

over	each	other’s	children.	This	helps	ensure	 the	

newborns’	survival	by	working	together	 to	protect	

the	 babies.	 Orangutans	 are	 another	 example.	

Orangutan	mothers	maintain	physical	contact	with	

their	babies	for	the	entire	first	four	months	of	their	

life.	They	never	let	their	babies	go.	A	third	example	

is	the	octopus.	After	laying	eggs,	female	octopuses	

dedicate	 the	next	 two	months	 to	ensuring	the	eggs	

get	 enough	 oxygen	 by	 pushing	 water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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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유

형
편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서서히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함

으로써	영감을	얻었어요.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더	많은	예를	

공부해	보죠!

[Topic & Situation]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발명품들

[Solution]
3	남자는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발명품	중에서	자연에서	영

감을	얻은	발명품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발명품들’이다.

②	발명품으로	인한	편리함

③	발명품에	사용되는	천연	재료

④	위대한	발명가들의	공통적인	특성

⑤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

4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발명품으로	헬리콥터,	잠수함,	낚시	그

물,	낙하산이	언급됐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④	‘범선’이다.

[Words & Phrases]
invention�발명(품)� � �observe�관찰하다� � � inventor�발명가����

inspire�영감을�주다���dragonfly�잠자리���submarine�잠수함���

underwater�수중의���imitate�모방하다����capture�잡다,�포획하다���

parachute�낙하산���creator�창조자,�창안자���dandelion�민들레

5~6 정답 5 ②  6 ③

[Script & Translation]
W: 		Welcome	 back	 to	 Science for Business!	 Now	

let’s	continue	 to	 talk	about	colors.	Marketers	and	

graphic	 designers	 have	 long	 known	 that	 color	

plays	a	major	role	in	the	success	of	any	marketing	

campaign.	 Specific	 colors	 tend	 to	 stir	 certain	

emotions	in	customers,	 thus	motivating	purchases.	

First	of	all,	red	is	the	color	of	power.	It	gets	people’s	

attention,	which	is	why	it’s	 the	most	popular	color	

for	marketing.	When	you	want	 to	be	viewed	 as	

trustworthy	and	cool,	blue	is	the	color	for	you.	Blue	

can	boost	sales	 indirectly,	by	dealing	with	anxiety	

before	 it	 arises.	 Unlike	 red,	 which	 encourages	

purchasing,	blue	calms	anxiety.	That	makes	blue	

a	good	choice	 for	backgrounds	on	websites	 that	

deal	with	stressful	 things	 like	 finances,	medicine	

or	 insurance.	Most	 financial	 and	 insurance	 sites	

will	use	blue.	Green	 is	a	color	with	many	uses.	 It	

is	warm,	 lending	customers	a	pleasing	 feeling.	 It	

also	represents	health,	environment	and	goodwill.	

다���watch�over�~을�보살피다[보호하다]���ensure�보장하다,�확실하게�

~하다���newborn�갓�태어난�새끼,�신생아���survival�생존���orangutan�

오랑우탄���maintain�유지하다���physical�신체적인���entire�전체의,�

온���let�~�go�~을�놓아주다��octopus�문어���lay�(알을)�낳다���female�

암컷(의)���dedicate�(시간을)�바치다���oxygen�산소���current�(물,�공기

의)�흐름,�해류���end�up�-ing�결국�~하게�되다���shortly�after�~�직후

에���hatch�부화하다,�부화시키다���alligator�(미국,�중국�산(産))�악어��

incredibly�믿을�수�없을�정도로,�엄청나게���maternal�모성의,�어머

니의

3~4 정답 3 ①  4 ④

[Script & Translation]
M:	 	Good	 morning,	 students!	 In	 the	 last	 class,	 we	

talked	about	 inventions	 that	have	greatly	changed	

human	life.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some	of	them	were	born.	It’s	interesting	that	many	

great	 inventions	were	created	by	observing	nature.	

Let’s	have	a	 look.	Helicopters	are	a	good	example	

of	 this.	Can	you	guess	what	 the	 first	 inventors	of	

helicopters	were	inspired	by?	They	were	inspired	by	

dragonflies.	Submarines	are	another	 invention	that	

came	from	nature.	While	studying	whales,	scientists	

got	 the	idea	to	 invent	an	underwater	ship	from	the	

way	whales	swim	in	 the	water.	Also,	 fishing	nets	

were	made	by	imitating	spider	webs.	The	inventors	

were	 inspired	by	 spiders	capturing	prey	 in	 their	

webs.	The	last	one	is	the	parachute.	The	creators	of	

parachutes	were	 inspired	by	observing	dandelion	

seeds	slowly	falling	to	the	ground	in	the	wind.	Now	

let’s	study	more	examples	by	watching	a	video!

남:		좋은	아침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인간

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은	그	중	몇	가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어요.	많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만들어

졌다는	것은	흥미롭죠.	함께	보시죠.	헬리콥터는	이것의	좋

은	예죠.	여러분은	헬리콥터의	최초	발명가들이	무엇에서	영

감을	받았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잠자리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잠수함은	자연에서	온	또	다른	발명품이에요.	고래

를	연구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고래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방

식에서	수중용	배를	발명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죠.	또한,	낚시	

그물은	거미줄을	흉내	내어	만들어졌어요.	발명가들은	자신

의	거미줄에서	먹이를	잡는	거미들에	의해서	영감을	얻었어

요.	마지막	발명품은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을	만든	사람들은	

정답과�해설�_17강��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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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ords & Phrases]
play�a�major�role�in�~에서�중대한�역할을�하다���specific�특정한���

stir�자극하다,�부추기다���motivate�동기를�부여하다���trustworthy�

믿을�수�있는,�신뢰할�수�있는���boost�증가시키다���anxiety�불안감

arise�생기다,�일어나다���calm�가라앉히다��� finance�금융,�재정

insurance�보험���represent�나타내다���goodwill�호의,�선의���

wealth�부

7~8 정답 7 ⑤  8 ④

[Script & Translation]
M: 		Good	evening,	listeners.	Welcome	to	Health Report.	

Eating	 more	 fruit	 improves	 overall	 health	 and	

reduces	 the	risk	of	disease.	A	recent	study	ranked	

fruits	by	 their	nutrient	density	and	calorie	counts.	

Here	are	some	fruits	high	on	the	list	and	their	health	

benefits.	Lemons	came	out	on	 top.	They’re	 rich	

in	vitamin	C,	which	may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and	 lower	blood	pressure.	Strawberries	

were	second	on	the	list.	They	contain	anthocyanin	

and	potassium,	which	can	 improve	heart	health.	

They	also	contain	a	natural	compound	which	helps	

fight	 infection	and	inflammation.	Third	on	the	 list	

were	oranges.	One	medium-sized	orange	provides	

a	person	with	more	 than	 the	daily	 requirement	of	

vitamin	C.	Oranges	are	also	a	good	source	of	pectin,	

a	fiber,	which	can	keep	the	colon	healthy	and	help	

prevent	cancer.	Grapefruits	also	ranked	high	on	the	

list.	They	contain	flavonoids	 that	can	help	protect	

against	 some	cancers,	 inflammation,	and	obesity.	

Fruits	come	in	all	shapes	and	sizes,	and	they	have	

different	health	benefits.	So	try	to	eat	more!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Health Report에	오신	것을	환

영합니다.	더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

키고	질병의	위험을	줄여	줍니다.	최근의	한	연구가	영양분

의	밀도와	열량	수치를	기준으로	과일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목록의	상위에	있는	몇몇	과일과	그들의	건강상의	이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레몬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

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것은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	주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딸기가	목록의	두	번째에	있었습

니다.	그것은	안토시아닌과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들

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감염

과	염증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

Moreover,	green	is	the	color	of	money,	so	it	creates	

thoughts	of	wealth.	Black	 is	 another	 color	with	

multiple	 uses.	 It	 can	 be	 modern	 or	 traditional,	

exciting	or	 relaxing.	Used	as	a	contrasting	color,	

black	most	often	adds	emotion	 to	whatever	mood	

you	want	to	create.	Well,	we’ve	reached	the	end	of	

today’s	episode.	Be	sure	to	tune	in	again	tomorrow.

여: 		Science for Business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계

속해서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케팅	담당자들과	그

래픽	디자이너들은	색상이	어떤	마케팅	캠페인의	성공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

정한	색상은	고객들의	특정한	감정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

서,	구매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선,	빨강은	힘의	색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케팅을	위

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인	이유입니다.	믿음직하고	멋져	보이

고	싶다면,	파랑이	여러분을	위한	색상입니다.	파랑은	불안감

이	생기기	전에	그것에	대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판매를	증

가시킬	수	있습니다.	구매를	부추기는	빨강과	달리,	파랑은	

불안감을	가라앉힙니다.	그	때문에	금융,	의료	또는	보험과	

같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다루는	웹사이트의	배경으로	

파랑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	및	보험	사이트는	

으레	파랑을	사용합니다.	초록은	다용도	색상입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건강,	환경,	그리고	호의를	나타냅니다.	더구나	초록은	돈의	

색이기	때문에	부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검정은	또	다른	다용

도	색상입니다.	그것은	현대적이거나	전통적일	수	있고,	흥미

진진하거나	편안할	수	있습니다.	검정은	대조적인	색상으로	

사용되어,	대개	여러분이	만들어	내고	싶어	하는	어떤	분위기

에라도	감정을	더합니다.	자,	오늘	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내일	다시	청취해	주세요.

[Topic & Situation]	매출을	증대하는	색상

[Solution]	

5	여자는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서	고객들의	구매	동

기를	부여하는	색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색

상’이다.

①	색상이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③	집을	칠하는	데	가장	고무적인	색상

④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에	색상을	이용하는	방법

⑤	색상	선호와	성격의	관계

6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색상으로	빨강,	파랑,	초록,	

검정은	언급되었지만,	③	‘노랑’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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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형 다지기 III � 본문�114~117쪽

01�③�� 02�⑤� 03�④� 04�④� 05�③� 06�③
07�⑤�� 08�③� 09�②� 10�④� 11�③� 12�④

0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Nicole,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I	need	a	

hand	with	cleaning	up	the	basement.
W:	 	Not	yet,	Dad.	 It’ll	 take	me	about	another	half	an	

hour.
M:	 	You	mean	you’ll	be	free	after	that?
W:	 	Yes.	I	can	help	you	clean	it	up	after	I	finish	this.

남:		Nicole,	너	숙제	다	했니?	지하실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필

요해.

여:		아직	다	못했어요,	아빠.	앞으로	30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남:		그	후에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

여:		네.	이걸	끝마친	후에	지하실	청소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

어요.

[Topic & Situation]	지하실	청소

[Solution]	지하실	청소를	도와달라는	남자의	말에	대해	여자가	

숙제를	끝마치는	데	30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자	남자는	

그	후에는	시간이	있을지	물어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네.	이걸	끝마친	후에	지하실	청소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이다.

①	그렇고말고요.	저는	이미	빨래를	다	했어요.

②	물론이죠.	지하실에서	숙제를	할게요.

④	맞아요.	제	숙제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⑤	그래요.	지하실이	개조가	필요한지	제가	가서	볼게요.

[Words & Phrases]
hand�도움(의�손길),�손� � �basement�지하실�� � laundry�빨래���

remodel�개조[개축]하다,�리모델링하다

02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Brian,	have	you	seen	the	email	about	the	work	Mr.	

Jordan	assigned	to	us?
M:	 	Yes,	I	have.	For	some	reason,	you	and	I	got	much	

more	work	compared	to	the	other	team	members.
W:	 	I	know.	I	 think	he	made	a	mistake.	We	should	 let	

고	있습니다.	목록의	세	번째에는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오렌지	한	개는	한	사람의	비타민	C	일일	필요량이	넘

는	양을	제공해	줍니다.	오렌지는	또한	섬유질인	펙틴의	좋은	

공급원인데,	그것은	대장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프푸르트도	목록

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암,	염증,	비만

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를	함

유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으며,	

그것들은	각기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Topic & Situation]	건강에	좋은	과일

[Solution]	

7	남자는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며	몇몇	과일의	성

분과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건강에	좋은	과일을	소개하려

고’이다.

8	한	연구에서	선정한	목록의	상위권을	차지한	과일	중에서	레몬,	

딸기,	오렌지,	그레이프푸르트는	언급됐지만	④	‘블루베리’는	언급

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overall�전반적인���risk�위험���rank�순위를�매기다,�순위를�차지하

다��nutrient�영양소���density�밀도,�농도���compound�화합물���

infection�감염���inflammation�염증���daily�requirement�일일�

필요량���fiber�섬유질���colon�대장,�결장���obesity�비만�

*���anthocyanin�안토시아닌(항산화,�항염�작용을�하는�식물성�색소의�

일종)�

*���potassium�칼륨[포타슘](심장의�박동을�정상으로�유지해�주고�신경계

와�근육의�작용을�도와주는�물질)

*���pectin�펙틴(과일에서�발견되는�장�건강에�도움을�주는�수용성�식이섬

유의�일종)

*���flavonoid�플라보노이드(강력한�항산화�작용을�하는�식물성�색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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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here	last	week.	They	have	tons	of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clothing.
W:	 	Great!	I’m	sure	I	can	find	specific	information	there.

남:		안녕,	Lucy.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여:		안녕,	Colton.	그룹	발표를	위해	조사를	조금	더	해야	할	필

요가	있어.	그것은	선사	시대의	의복에	관한	거야.

남:		그거	흥미로운	주제네.

여:		맞아,	하지만	그것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무엇

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		인터넷을	찾아봤지,	그렇지?

여:		물론이지.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만	찾았어.	더	구체적인	것들

을	찾을	필요가	있어.	

남:		아,	알겠어.	음….	그러면	직물과	의복	박물관에	가	보는	건	

어떠니?

여:		그게	뭐니?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어.

남:		그것은	최근에	Riverside	역	근처에	문을	열었어.	나는	지난

주에	그곳에	갔었어.	의복	역사에	관한	아주	많은	정보를	가

지고	있어.

여:		잘됐다!	거기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해.

[Topic & Situation]	그룹	발표	자료	찾기

[Solution]	선사	시대의	의복에	관한	그룹	발표를	위해	인터넷에

서	일반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최

근에	문을	연	직물과	의복	박물관이	의복	역사에	관한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잘됐다!	거기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해.’이다.

①	맞아.	정보는	항상	정확해야	해.

②	그래.	그	박물관이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었어.

③	물론이지.	나는	지난주에	정보	검색하는	것을	끝냈어.

⑤	미안해.	나는	이번	주말에	그룹	구성원들을	만날	수	없어.

[Words & Phrases]
do�research�조사를�하다���prehistoric�선사�시대의���clothing�의

복,�의류���general�일반적인���specific�구체적인�것,�특별한�것�(보통�

specifics)���textile�직물���accurate�정확한���the�public�대중

0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Matthew.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in	

the	dog	park.
M:	 	Hi,	Jessica.	I	got	a	dog	last	month.	His	name	is	Troy.
W:	 	He	 looks	cute.	That’s	your	 first	dog,	 right?	 Is	he	

him	know	about	this.
M:	 	Right.	Let’s	go	talk	to	Mr.	Jordan	and	see	if	he	can	

reassign	the	work.

여:		Brian,	Jordan	씨가	우리에게	배정한	일에	대한	이메일	

봤니?

남:		그래,	봤어.	어떤	이유로	너랑	내가	다른	팀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받았어.

여:		알고	있어.	그분이	실수한	것	같아.	우리가	그분께	이것에	대

해	알려드려야만	해.

남:		맞아.	가서	Jordan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일을	다시	배정

해	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자.

[Topic & Situation]	업무	재배정	요청

[Solution]	남자와	여자가	다른	팀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배

정받은	상황에서	여자가	일을	배정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야겠

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맞아.	가서	Jordan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일을	다시	배정

해	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자.’이다.

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너는	가장	일이	적은	사람이잖아.

②	물론이야.	정각에	우리	일을	끝낼	만큼	우리는	시간이	충분해.

③	걱정하지	마.	우리는	Jordan	씨	일을	넘겨받지	않을	거야.

④	확실하지가	않아.	내	이메일을	우선	확인한	후에	너랑	이야기

할게.

[Words & Phrases]
assign�배정하다,�맡기다���compared�to�~에�비해���on�time�정

각에���take�over�~을�넘겨받다

0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i,	Lucy.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	 	Hi,	Colton.	I	need	to	do	some	more	research	for	a	

group	presentation.	It’s	about	prehistoric	clothing.
M:	 	That’s	an	interesting	topic.
W:	 	Yeah,	but	 it’s	so	hard	 to	 find	materials	about	 it.	 I	

don’t	know	what	to	do.
M:	 	You’ve	tried	the	Internet,	right?
W:	 	Of	course.	But	I	only	found	general	 information.	I	

need	to	find	more	specifics.
M:	 	Oh,	 I	 see.	Hmm....	Then	how	about	going	 to	 the	

Textiles	and	Clothing	Museum?
W:	 	What’s	that?	I’ve	never	heard	of	it.
M:	 	It	 recently	opened	near	Riverside	Station.	 I	w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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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맞아요.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사	줄게요.

[Words & Phrases]
walk�(개�등을)�산책시키다,�걷게�하다���neighborhood�동네,�이웃���tend�

to�~하는�경향이�있다����refuse�거부하다

0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Grace.
W:	 	Good	morning,	Mike.	 It’s	been	a	while	since	you	

stopped	in.	What	would	you	like	to	have	today?
M:	 	Salmon	sandwich,	to	go,	please.
W:	 	Okay.	One	salmon	sandwich	coming	up.
M:	 	Hmm,	I’m	surprised	there	aren’t	a	lot	of	customers.	

Usually	it’s	really	crowded	at	this	time,	right?
W:	 	Yeah.	For	some	reason	or	other,	we’ve	seen	a	drop	

in	customers	in	the	past	month.
M:	 	I	see.
W:	 	Maybe	people	don’t	like	our	sandwiches	anymore.
M:	 	No	way!	Your	sandwiches	are	 the	best	 in	 town.	 I	

think	it’s	because	of	the	new	sandwich	store	across	

the	street.
W:	 	Really?	But	 I’ve	heard	a	 lot	of	my	customers	say	

their	sandwiches	aren’t	so	great.
M:	 	Maybe	 so.	 But	 this	 whole	 month	 they’ve	 been	

having	a	buy-one-get-one-free	sale.
W:	 	I	didn’t	know	that.	Some	people	must	be	choosing	

price	over	taste.

남:		안녕하세요,	Grace.

여:		좋은	아침이에요,	Mike.	오랜만에	들르셨네요.	오늘은	뭘	드

시겠어요?

남:		연어	샌드위치로	포장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연어	샌드위치	하나	곧	나오겠습니다.

남:		음,	놀랍게도	손님이	많지	않네요.	보통	이	시간대에는	정말	

붐비잖아요,	그렇죠?

여: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한	달	동안	손님이	줄었네요.

남:		그렇군요.

여:		아마	사람들이	우리	샌드위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나	봐요.

남:		절대	아니에요!	여기	샌드위치는	마을에서	최고예요.	제	생각

에는	그것이	길	건너에	있는	새로운	샌드위치	가게	때문인	것	

같아요.

여:		그래요?	하지만	저의	많은	손님들이	그곳	샌드위치가	그다지	

맛있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doing	okay	with	you?

M:	 	Actually,	he	is	getting	fat.	I	don’t	know	why.

W:	 	Do	you	walk	him	often?

M:	 	Yeah.	 I	walk	him	in	 the	neighborhood	park	every	

day.

W:	 	Then,	think	about	the	food	he’s	eating.

M:	 	I’m	trying	to	give	him	the	recommended	amount	of	

food.

W:	 	Then	I	think	your	child	is	causing	your	dog	to	be	fat.

M:	 	What	do	you	mean?

W:	 	Kids	 tend	 to	give	 their	dogs	what	 they’re	eating	

without	 thinking.	The	problem	is	 that	 the	dogs	eat	

all	the	food,	which	makes	them	get	fat.

M:	 	You	might	be	right.	I’ll	see	if	my	son	is	doing	that.

여:		안녕하세요,	Matthew.	여기	반려견	공원에서	당신을	볼	것

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		안녕하세요,	Jessica.	지난달에	반려견	한	마리를	얻었어요.	

그의	이름은	Troy예요.

여:		귀엽게	생겼네요.	처음	키우는	반려견이지요,	그렇지요?	당

신과는	잘	맞나요?

남:		사실,	개가	살이	찌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		자주	산책시키나요?

남:		네.	매일	동네	공원에서	그를	산책시켜요.

여:		그럼,	그가	먹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남:		권장된	양의	음식을	그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		그럼,	당신	아이	때문에	개가	살찌는	것	같네요.

남:		무슨	말씀이세요?

여:		아이들은	생각	없이	자신이	먹는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개들이	모든	음식을	먹고,	그것이	그들을	살

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		당신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볼게요.

[Topic & Situation]	 	반려견이	살찌는	이유

[Solution]	한	달	전부터	키우는	반려견이	살찌는	이유를	몰라	답

답해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

을	하는데	남자의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준	음식	때문일	거라고	

말을	한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④	‘당신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이	그

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이다.

①	감사합니다.	강아지를	제게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세요.

②	미안합니다.	그가	왜	먹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③	좋아요.	반려견에게	더	자주	먹이를	주라고	아들에게	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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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심이	생겼지만	Gena가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최근에	주

말마다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프

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Gena는	주말에	한가해졌고,	그래

서	그들은	마침내	캠핑을	하러	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좋아

서	대략	2주에	한	번	캠핑을	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Ryan과	

Gena는	다음	주말에	캠핑	여행을	계획하는데	갑자기	Gena
는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다음	주	토요일임을	알게	됩니

다.	Gena는	자신의	오랜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친구

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캠핑을	갈	수	없다고	Ryan에게	말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Gena는	Rya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Gena:	미안해요.	다음	주	주말에	캠핑을	하러	가기보다는	동창

회에	더	가고	싶어요.

[Topic & Situation]	동창회	참석으로	인한	캠핑	계획	취소

[Solution]	캠핑을	좋아하는	부부인	Gena와	Ryan이	다음	주	주

말에	캠핑	여행을	계획했으나	Gena는	그날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캠핑을	하러	갈	수

가	없다고	Ryan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Gena가	Ry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미안해요.	다음	

주	주말에	캠핑을	하러	가기보다는	동창회에	더	가고	싶어요.’

이다.

①	아뇨,	당신은	캠핑	여행에	대해	더	일찍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②	고마워요.	당신이	나랑	내	오랜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기뻐요.

④	음,	학교	동창회를	다음	주로	연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⑤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머물렀던	곳보다	더	좋은	야영지를	

찾았어요.

[Words & Phrases]
develop�an� interest� in�~에�관심이�생기다���recently�최근에���

reunion�동창회,�재회���meet�up�with�~와�만나다���postpone�

연기하다,�미루다���campsite�야영지,�캠프장

07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Joan	and	Tom	are	close	friends	who	attend	the	same	

high	school.	They	both	want	 to	be	vocalists	 in	 the	

school	band,	so	 they	sign	up	for	 the	audition.	The	

day	after	the	audition,	they	find	out	the	results:	Joan	

passed	the	audition,	but	Tom	didn’t.	Joan	feels	bad	

to	 see	Tom	disappointed.	A	month	 later,	 Joan	 is	

told	that	the	school	band	needs	another	vocalist,	so	

they’ll	have	another	audition.	She	tells	the	news	to	

Tom,	but	he’s	not	sure	if	he	should	try	out	a	second	

남: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한	달	내내	그곳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		그것을	몰랐네요.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맛보다는	가격을	

선택하고	있군요.

[Topic & Situation]	샌드위치	가게	손님이	줄어든	이유

[Solution]	자신의	샌드위치	가게	손님이	줄어든	이유를	알지	못

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길	건너에	새로	생긴	샌드위치	가게가	여자	

가게의	샌드위치보다	맛있지는	않지만	샌드위치	하나를	사면	하

나를	더	주는	세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것을	몰랐네요.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맛보다는	가격을	선택하고	있군요.’이다.

①	너무	죄송해요.	요리사가	손님께	새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②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우리	메뉴를	갑자기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④	맞는	말씀이세요.	장사가	대략	지난	한	달	동안	꽤	잘됐습니다.

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샌드위치보다	더	저렴한	것을	먹을	생

각입니다.

[Words & Phrases]
stop�in�잠시�들르다���drop�감소,�하락���buy-one-get-one-free�

sale�하나�사면�하나�끼워�주는�세일

06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Gena	and	Ryan	are	a	newly	married	couple.	They’ve	

developed	an	 interest	 in	going	camping,	but	 they	

haven’t	been	able	 to	go	because	Gena	has	had	 to	

go	 into	work	on	the	weekends	recently	 to	finish	a	

project.	After	 finishing	 the	project,	Gena	has	her	

weekends	 free,	 so	 they	 finally	go	camping.	They	

love	 it,	and	start	going	camping	about	every	other	

weekend.	 Ryan	 and	 Gena	 have	 a	 camping	 trip	

planned	for	next	weekend,	but	suddenly	Gena	finds	

out	 that	her	high	school	 reunion	 is	next	Saturday.	

Gena	 really	wants	 to	 see	her	old	 friends,	 so	 she	

wants	 to	 tell	 Ryan	 that	 she	 can’t	 go	 camping	

because	she	wants	 to	meet	up	with	her	friend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Gena	most	 likely	say	to	

Ryan?
Gena:	Sorry.	 I’d	prefer	 to	go	 to	my	reunion	 than	go	

camping	next	weekend.

여:		Gena와	Ryan은	신혼부부입니다.	그들은	캠핑을	가는	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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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so	focused	on	doing	something	at	night	and	don’t	

want	to	stop	doing	it.	After	reading	the	article,	Ethan	

thinks	of	his	sister	Emily,	who’s	always	complaining	

that	she	has	sleeplessness	and	can’t	sleep.	But	now	

Ethan	 thinks	she	procrastinates	at	bedtime	 rather	

than	having	sleeplessness.	The	next	morning,	Emily	

says	that	she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because	

of	 sleeplessness.	Ethan	wants	 to	 tell	her	what	he	

think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Ethan	most	

likely	say	to	Emily?

Ethan:	You	can’t	sleep	because	you	put	off	sleep,	not	

because	of	sleeplessness.

남:		Ethan은	잡지를	읽다가	“취침	시간	미루기”라는	용어를	우연

히	접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용어는	“어떤	외부적	상

황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의도된	시

간에	잠자리에	들지	못함”이라고	정의됩니다.	그	기사에는	취

침	시간에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잠을	미루지만,	그들이	늦게

까지	깨어	있기를	원해서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무언가를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	그것을	멈추기를	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읽은	후에	Ethan은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상	불평하는	누나	Emily를	생각합

니다.	그런데	이제	Ethan은	그녀가	불면증이	있다기보다는	

취침	시간에	꾸물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Emily
는	불면증	때문에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Ethan은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than이	Emil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Ethan:	누나는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잠을	미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야.

[Topic & Situation]	취침	시간	미루기	

[Solution]	 “취침	시간	미루기”라는	용어를	접한	Ethan은	누나	

Emily가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취침	시간을	미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는	Emily에게	Ethan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누나는	불

면증	때문이	아니라	잠을	미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야.’

이다.	

①	누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일찍	자야	해.	

②	나는	누나가	낮잠을	길게	자기	때문에	밤에	잘	자지	못한다고	생

각해.

④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은	불면증과	취침	시간	미루기에	도움

이	돼.

⑤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무엇이	그것을	야기하고	있는지	알

아내려고	노력해야	해.	

time	because	he’s	afraid	of	failing	again.	Joan	thinks	

that	 if	he	goes	for	 it	again,	he’ll	succeed,	and	she	

wants	to	tell	him	tha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oan	most	likely	say	to	Tom?
Joan:	 Just	give	 it	a	shot.	 I’m	sure	you’ll	make	 it	 this	

time.

여:		Joan과	Tom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한	친구들입니

다.	그들은	둘	다	학교	밴드에서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에	신청합니다.	오디션을	본	다음날,	그들은	결과를	

알게	되는데,	Joan은	오디션을	통과했지만,	Tom은	통과하

지	못했습니다.	Joan은	Tom이	실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좋

지	않습니다.	한	달	후,	Joan은	학교	밴드가	또	한	명의	보컬

리스트를	필요로	해서	또	하나의	오디션이	있을	것이라는	말

을	듣습니다.	그녀는	Tom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만,	그는	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다시	도전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

다.	Joan은	그가	그것에	다시	시도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Joan은	Tom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Joan:	그냥	한번	해	봐.	네가	이번에는	해낼	거라고	확신해.

[Topic & Situation]	밴드	보컬리스트	오디션

[Solution]	학교	밴드의	보컬리스트를	뽑는	오디션에서	한	번	떨

어진	Tom에게	Joan이	또	한	명의	보컬리스트를	뽑는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지만	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Tom에

게	오디션에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Joan이	Tom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그냥	한번	해	

봐.	네가	이번에는	해낼	거라고	확신해.’이다.

①	내가	네게	말했잖아.	오디션은	누구에게나	어려워.

②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어.

③	걱정하지	마.	우리	학교에	또	다른	밴드가	있어.

④	멋지네.	학교	밴드	오디션을	함께	보자.

[Words & Phrases]
vocalist�보컬리스트,�가수���sign�up�for�~을�신청하다���disappointed�

실망한���give�~�a�shot�~을�시도해�보다���make�it�해내다

08 정답 ③

M:	 	Ethan	is	reading	a	magazine	and	comes	across	the	

term	“bedtime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term	is	defined	as	“failing	to	go	to	bed	at	

the	intended	time,	while	no	external	circumstances	

prevent	a	person	from	doing	so.”	It	says	that	people	

who	procrastinate	at	bedtime	put	off	sleep,	but	not	

because	they	want	to	stay	up	late.	It’s	becaus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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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엄격한	채식주

의자는	대마씨와	같은	많은	씨앗을	먹는데,	대마씨에는	대부

분의	다른	씨앗들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여러분이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언

급한	것들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

[Solution]	

9	여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에	관해	설명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

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섭취할	필요가	있는	식품

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엄격한	채식주의자	식단의	일부로서	권장되는	음식’이다.

①	천연	식품	섭취의	중요성

③	엄격한	채식주의자	식단을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

④	고단백질	음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⑤	엄격한	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의	차이점

10	엄격한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계란,	콩,	식물성	요구르트,	씨

앗은	언급되었으므로,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④	‘생선’이다.

[Words & Phrases]
vegetarian�채식주의자�� �vegan�엄격한�채식주의자(의)� � �by-

product�부산물���restricted�제한된,�한정된���alternative�대체품

substitute�대체물���hemp�seed�대마씨

11~12 정답 11 ③  12 ④

[Script & Translation]
M:	 	Hello,	 listeners.	This	 is	Scott	Fisher	 from	Happy 

Life.	Camping	is	a	great	way	to	enjoy	nature	with	

others	or	even	alone.	Usually,	a	good	or	bad	camping	

experience	comes	down	to	just	one	factor:	whether	

you	packed	properly.	So	 today,	 I’ll	 tell	you	about	

some	essential	 camping	gear.	First,	 don’t	 forget	

a	 tent.	 It	protects	you	from	rain,	wind,	and	bugs.	

The	size	of	the	tent	depends	upon	your	group	size.	

And	pack	a	 lantern.	 If	you	need	 to	 locate	an	 item	

or	go	to	the	bathroom	during	the	night,	a	portable,	

battery-powered	lantern	is	essential.	And	you	need	

a	warm,	comfortable	sleeping	bag.	 It’s	 important	

to	keep	warm,	as	 it	can	get	cold	at	night,	even	 in	

the	 summer.	And	bringing	a	 camping	 stove	 is	 a	

convenient	way	to	cook	meals,	especially	if	 there’s	

no	grill	at	your	campsite.	Don’t	forget	to	pack	these	

items	to	make	your	next	camping	trip	a	success!

[Words & Phrases]
procrastination�미루기,�꾸물거림,�지연� � �define�정의하다���

intended�의도된���external�외부의���circumstance�상황���put�

off�~을�미루다���complain�불평하다���sleeplessness�불면증�

09~10 정답 9 ②  10 ④

[Script & Translation]
W:	 	Welcome	back,	everyone.	Now	you	know	what	a	

vegetarian	is,	but	do	you	know	what	a	vegan	is?	A	

vegan	 is	a	person	who	not	only	doesn’t	eat	meat,	

but	also	any	animal	by-products	such	as	eggs.	To	

many	people,	it	may	seem	almost	impossible	to	be	

a	vegan	because	of	such	restricted	food	options.	So	

what	can	vegans	eat	 to	maintain	a	well-balanced	

diet?	First	of	all,	they	need	to	eat	protein-rich	plant	

alternatives,	 such	 as	 beans.	This	 includes	 tofu,	

which	is	made	from	soybeans.	Tofu	is	a	good	meat	

substitute	because	 it’s	high	 in	protein,	 iron,	 and	

calcium.	Another	vegan	food	is	plant-based	yogurt.	

Since	vegans	can’t	 consume	milk	or	milk-based	

products,	 they	need	 a	way	 to	get	 their	 calcium.	

Therefore,	vegans	can	eat	plant-based	yogurt	 that	

has	added	calcium.	Finally,	vegans	eat	a	lot	of	seeds,	

such	as	hemp	seeds,	which	contain	larger	amounts	

of	protein	than	most	other	seeds.	If	you’re	interested	

in	becoming	a	vegan,	it’s	not	as	difficult	as	you	may	

think.	Just	remember	what	I	mentioned.	Thank	you.

여: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채식주의

자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무엇인지	아

시나요?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육류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란과	같은	어떤	동물	부산물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제한된	음식	선택권으로	인해	엄격한	채식

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렇다면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들은	콩과	같은	단백

질이	풍부한	식물성	대체품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는	두부가	포함되는데,	두부는	콩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두

부는	단백질,	철분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육류	

대체물입니다.	또	다른	엄격한	채식주의자	음식은	식물성	요

구르트입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우유나	우유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칼슘을	얻을	방법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칼슘이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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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Happy Life의	Scott	

Fisher입니다.	캠핑은	다른	사람들과	또는	심지어	혼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보통,	좋거나	나쁜	

캠핑의	경험은	단	한	가지	요인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여러

분이	짐을	제대로	쌌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

분께	몇	가지	필수적인	캠핑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텐트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	바람,	벌레로부터	당

신을	보호해	줍니다.	텐트의	크기는	단체의	규모에	의해	결정

됩니다.	그리고	랜턴을	챙기세요.	밤에	물건을	찾거나	화장실

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휴대용의,	배터리로	작동되는	랜

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침낭이	필요합

니다.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밤에는	심지어	여름

에도	추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캠핑	스토브를	가져

가는	것은,	특히	캠핑장에	그릴이	없다면,	식사를	요리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캠핑	여행을	성공적인	것

으로	만들기	위해	이	물품들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Topic & Situation]	캠핑에	필수적인	장비

[Solution]
11	남자는	좋거나	나쁜	캠핑의	경험은	단	한	가지	요인으로	귀결

되는데,	그것이	짐을	제대로	쌌는지	여부라고	말하며	필수적인	캠

핑	장비	몇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

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캠핑에	필수적인	장비를	알려	주려

고’이다.

12	캠핑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텐트,	랜턴,	침낭,	캠핑	스토브

는	언급했지만	전기담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언

급된	물건이	아닌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come�down�to�~으로�귀결되다,�~으로�요약되다���factor�요인���

pack�(짐을)�싸다���properly�제대로,�적절하게���essential�필수적인���

camping�gear�캠핑�장비���depend�upon�~에�의해�결정되다,�

~에�달려�있다���locate�(물건의�위치를)�찾아내다���portable�휴대용의���

convenient�편리한���campsite�캠핑장

19 학생활동, 학교생활 � 본문�120~129쪽

기출 예제 �③

Exercises �1�④� 2�②� 3�③� 4�①� 5�④� 6�⑤
� 7�②� 8�②� 9�④� 10�③� 11�⑤� 12�①

기출 예제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i,	Jessica.	What	are	you	looking	at?

W:	 	Oh,	hi,	Michael.	I’m	looking	at	 the	posters	for	 the	

student	president	election	to	find	out	more	about	it.

M:	Oh,	yeah?	When	is	the	election	going	to	be?

W:	 It’s	next	Wednesday,	July	17.

M:	 	Okay.	And	I’m	curious	about	what	 the	candidates’	

promises	are	this	year.

W:	 	Well,	the	first	candidate	promises	to	make	the	school	

festival	the	best.	And	the	second	candidate’s	promise	

is	to	extend	gym	hours.

M:	 	Hmm....	To	make	up	my	mind,	I’ll	have	to	hear	their	

speeches.

W:	 	Me,	too.	They’ll	each	give	their	speech	in	the	main	

auditorium	this	Friday.

M:	 	Okay.	This	year	the	method	of	voting	is	electronic,	

isn’t	it?

W:	 	Yeah.	 If	you	 log	 in	on	 the	voting	page	with	your	

student	number	and	password,	you	can	vote	there.

M:	Great.	I’m	excited	to	see	who	will	be	elected!

남:	안녕,	Jessica.	무얼	보고	있는	거야?

여:		오,	안녕,	Michael.	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

고	선거	포스터들을	보고	있어.

남:	오,	그래?	선거가	언제야?	

여:	다음	수요일인	7월	17일이야.

남:	알았어.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올해는	무엇인지	궁금해.

여:		음,	첫	번째	후보자는	학교	축제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의	공약은	체육관	사용	시

간을	연장하는	것이야.

남:		흠….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설을	들어

야	하겠어.

여:		나도	그래.	그들	각자	이번	주	금요일	주	강당에서	연설할	

거야.

남:	알았어.	올해	투표	방법은	전자식이야,	그렇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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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맞아.	투표	페이지에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거기에

서	투표할	수	있어.

남:	훌륭하네.	누가	당선될지	보려니	흥분되네!

[Topic & Situation]	학생회장	선거

[Solution]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	일자,	후보자	공약,	연설	장소,	

투표	방법은	언급이	되었고,	후보	자격은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았

으므로,	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③	‘후보	자격’

이다.

[Words & Phrases]
candidate�후보자��extend�연장하다��gym�hours�체육관�사용�

시간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Ted,	I’m	going	to	join	the	yoga	club	this	semester.	

Do	you	want	to	join	it,	too?
M: 		I’m	thinking	of	the	soccer	club.	I	prefer	something	

more	physical.	Yoga’s	just	stretching.
W: 		It’s	 more	 than	 that.	 It	 improves	 flexibility	 and	

muscle	strength.	Plus,	it	helps	you	relax	and	relieve	

stress.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give	it	a	try?
M:	 		Sorry,	 but	 I	 want	 to	 do	 something	 more	 active	

outdoors.

여: 		Ted,	난	이번	학기에	요가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	너도	거

기	가입할래?

남: 		나는	축구	동아리를	고려	중이야.	나는	더	육체적인	게	더	좋

아.	요가는	그냥	스트레칭이잖아.

여: 		그것	이상이야.	그것은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켜줘.	게다가,	

그것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지	않은	게	확실해?

남:			미안하지만	나는	야외에서	더	활동적인	뭔가를	하고	싶어.

[Topic & Situation]	동아리	선택

[Solution]	여자는	더	육체적인	것을	더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를	

고려	중인	남자에게	요가의	이점을	설명하고	정말로	요가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확실한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남자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미안하지만	나는	야외에서	더	

활동적인	뭔가를	하고	싶어.’이다.

①	안됐구나.	나는	네가	요가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②	그런	경우에는,	네가	정말로	하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③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미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어.

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겠어.	내게	요가	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

[Words & Phrases]
semester�학기��� flexibility�유연성���muscle�strength�근력���

relax�긴장을�풀다,�휴식을�취하다���relieve�(불쾌감·고통�등을)�없애

[덜어]주다���go�for�~을�선택하다���outdoors�야외에서

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Tiffany,	 can	 I	 borrow	 your	 laptop	 for	 about	 10	

minutes?	I	left	mine	at	home.
W:	 	I’m	sorry,	but	not	 right	now.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Give	me	a	few	minutes.
M:	 	All	right.	I’ll	be	waiting	over	there	reading	a	book.
W:	 	Okay.	I’ll	let	you	know	when	I’m	finished.

남:		Tiffany,	네	노트북	컴퓨터를	10분	정도	빌릴	수	있을까?	내	

걸	집에	두고	왔어.

여: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중이거든.	잠깐만	기다려	줘.

남:		좋아.	난	저쪽에서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		알았어.	내가	끝마치면	알려	줄게.

[Topic & Situation]	노트북	컴퓨터	빌려주기

[Solution]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달라는	남자에게	여자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남자는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알았어.	

내가	끝마치면	알려	줄게.’이다.

①	좋아.	네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줘서	고마워.

③	물론이지.	내	일을	마친	후에	네	것을	고치는	것을	도와줄게.

④	미안해.	네	노트북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⑤	이런.	넌	노트북	컴퓨터를	방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Words & Phrases]
laptop�노트북�컴퓨터�� �be� in� the�middle�of�~하는�중이다���

unattended�방치된,�지켜보는�사람이�없는

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Principal	Bernard.	

I’m	pleased	to	announce	that,	beginning	next	month,	

we’ll	begin	using	a	new	visito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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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school	 to	 improve	 the	 safety	of	 students	

and	staff.	The	new	system	will	 enhance	 the	way	

we	screen	visitors	 to	our	school	and	 thus	provide	

everybody	with	a	safer	environment.	Upon	entering	

the	school,	visitors	will	be	asked	to	present	a	valid	

ID	and	we	will	check	to	make	sure	they	don’t	have	

a	criminal	 record	using	a	national	database.	Once	

their	entry	is	approved,	we’ll	 issue	them	a	visitor’s	

badge	with	the	date	and	the	purpose	of	visit	on	it.	

Please	visit	the	school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By	introducing	this	new	system,	I’m	sure	our	school	

will	be	a	safer	place	for	you.	Thank	you.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교장	Bernard입니다.	다음	

달부터,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	학교	방문

객을	확인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고,	그리하여	모두에게	더	안

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학교에	들어오자

마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가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출입이	

승인되면,	우리는	날짜와	방문	목적이	적힌	방문객	명찰을	발

급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	웹사이트를	방

문하세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학교는	여

러분에게	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

니다.

[Topic & Situation]	새로운	방문객	관리	시스템	도입

[Solution]	남자는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새로운	방문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알

리려고’이다.

[Words & Phrases]
enhance�향상시키다,�강화하다���screen�(적절한지)�확인하다���valid��

(법적·공식적으로)�유효한���criminal�record�범죄�기록���approve�

승인하다���issue�발급하다

4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ey,	Susan.	Are	you	taking	this	class,	too?
W:	 	Yes,	Sean.	Let’s	sit	together.
M: 	Here	in	the	front	row?
W: 	Yes.	You	can	easily	hear	the	teacher.

M: 		But	 isn’t	 it	 uncomfortable	 right	 in	 front	 of	 the	

teacher?
W: 		I	don’t	 think	so.	 It’s	easier	 to	 focus	more	on	 the	

class	because	you’re	not	getting	distracted	by	other	

students.
M: 	You	have	a	point	there.	But	I	usually	sit	in	the	back.
W:	 	I	get	too	relaxed	if	I	sit	in	the	back.	And	I	often	end	

up	losing	focus	on	the	teacher.
M:	 	That’s	true.	That	happens	to	me,	too.	Do	you	really	

think	I’ll	be	able	to	concentrate	better	if	I	sit	in	the	

front	row?
W:	 	Definitely!	What	else	can	you	do	when	the	teacher	

is	right	in	front	of	you?
M:	 	Okay.	Let’s	sit	here.
W:	 	Great!

남:		안녕,	Susan.	너도	이	수업	듣니?

여:		응,	Sean.	우리	같이	앉자.

남: 	여기	앞줄에?

여: 	응.	선생님의	수업을	쉽게	들을	수	있잖아.

남: 	하지만	선생님	바로	앞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니?

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학생들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

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	더	집중하기가	더	쉬워.

남: 	그	점에선	네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난	보통	뒤에	앉아.

여:		난	뒤에	앉으면	너무	느슨해져.	그리고	난	종종	결국	선생님

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돼.

남:		그건	사실이야.	나도	그래.	넌	정말로	내가	앞줄에	앉으면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니?

여:		물론이지!	선생님이	바로	네	앞에	계시는데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남:		알았어.	여기에	앉자.

여:		아주	좋아!

[Topic & Situation]	교실에서	앞줄에	앉는	것의	이점

[Solution]	수업	시간에	앞줄에	앉는	것이	편치	않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앞줄에	앉으면	다른	학생들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교사에	대한	집중력을	잃는	일이	없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줄

에	앉는	것은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다.

[Words & Phrases]
distract�주의를�산만하게�하다���relaxed�느슨한,�여유�있는���end�

up�-ing�결국�~하게�되다���concentrate�집중하다

정답과�해설�_�19강��93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93 2020. 1. 3.   오전 11:38



정답과 해설

5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Come	 on	 in,	 Dad.	 Look.	 My	 roommate	 and	 I	

rearranged	our	room	yesterday.	What	do	you	think?
M:	 		I	think	you	did	a	good	job.
W:	 		It’s	a	better	use	of	the	space,	isn’t	it?
M:	 		Yeah.	You	moved	the	sofa	to	under	the	window.
W:	 		Right.	It’s	definitely	better	than	before.
M:	 		For	sure.	The	room	even	feels	bigger.	Oh,	you	got	

curtains	on	the	window.
W:	 		Yes.	Remember	we	had	dark	wood	blinds	before?	

Now	the	room	is	brighter	and	cozier.
M:	 		Definitely.	And	the	picture	of	the	flowers	above	the	

coatrack	is	new,	right?
W:	 		Yeah.	And	the	round	clock,	above	the	bookshelf,	is	

new,	too.	The	square	one	we	used	to	have	stopped	

working.
M:	 		I	like	how	it	matches	the	round	table	and	the	rug	on	

the	floor.
W:	 		Overall,	I’m	really	happy	with	the	changes.

여:		어서	들어오세요,	아빠.	보세요.	제	룸메이트와	제가	어제	방

을	재배치했어요.	어때요?

남:		너희들이	잘한	것	같구나.

여:		공간을	더	잘	이용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남:		그래.	소파를	창문	밑으로	옮겼구나.

여:		맞아요.	전보다	분명히	더	나아요.

남:		확실히	그렇구나.	방이	더	크게	느껴지기조차	하는구나.	아,	

창문에	커튼을	달았구나.

여:		네.	예전에	우리가	어두운	색의	목재로	된	블라인드를	갖고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이제	방이	더	밝고	아늑해요.

남:		그렇고말고.	그리고	옷걸이	위쪽의	꽃	그림은	새것이구나,	

맞지?

여:		네.	그리고	책장	위쪽의	둥근	시계도	새것이에요.	저희가	갖

고	있던	네모난	시계는	작동이	멈추었어요.

남:		그것이	둥근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깔개와	어울려서	좋구나.

여:		전반적으로	이	변화가	매우	마음에	들어요.

[Topic & Situation]	방	가구	재배치

[Solution]	여자가	책장	위쪽의	둥근	시계가	새것이라고	말했는

데,	그림에는	네모난	시계이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rearrange�재배치하다,�다시�정리하다���cozy�아늑한���coatrack�옷

걸이���bookshelf�책장,�책꽂이���match�어울리다���rug�깔개,�양탄

자���overall�전반적으로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Ethan,	I	have	some	bad	news.
M:	 	What	is	it,	Nelly?
W:	 	I’ve	just	talked	to	the	manager	at	the	city	homeless	

shelter	on	 the	phone	about	 the	volunteer	activity	

we	planned	 for	 the	students.	She	said	we	have	 to	

reschedule	our	visit.
M:	 	Really?	Why?	We	scheduled	this	a	few	weeks	ago	

and	it’s	 just	next	week.	We’ve	already	hired	a	bus	

for	it.
W:	 	I	know.	But	 she	 said	 the	 shelter	 is	having	major	

electrical	problems,	and	it’ll	be	closed	for	a	while	

for	repair.
M:	 	Oh,	that’s	too	bad.
W:	 	I	think	we	need	to	tell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bout	this.
M:	 	Well,	shouldn’t	we	first	schedule	a	new	date	to	go	to	

volunteer	before	we	tell	them?
W:	 	Ah,	you’re	right.
M:	 	Do	you	know	when	the	problems	will	be	fixed?
W:	 	No,	but	I’ll	find	out	now.
M:	 	That’d	be	great.	Thanks.

여:		Ethan,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어요.

남:		뭐죠,	Nelly?

여:		방금	시립	노숙자	쉼터의	운영자와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계

획했던	봉사활동에	대해	통화했어요.	우리의	방문	일정을	변

경해야	한대요.

남:		정말이요?	왜요?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일정을	잡았고,	그것

이	바로	다음	주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미	버스도	대

절해	두었어요.

여: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길	쉼터에	중대한	전기	관련	문제

가	있어서	수리를	위해	당분간	닫을	거래요.

남:		아,	참	안됐군요.

여:		이것에	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께	알려야	할	것	같

아요.

남:		글쎄요,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갈	새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		아,	맞네요.

94��EBS�수능특강�영어듣기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94 2020. 1. 3.   오전 11:38



Part  Ⅱ
 소

재
편

남: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세요?

여:		아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알아볼게요.

남:		그러면	아주	좋겠어요.	고마워요.

[Topic & Situation]	노숙자	쉼터	봉사활동	일정	변경

[Solution]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로	했던	노숙자	쉼터

에	중대한	전기	관련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서	남자가	여자에게	쉼터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는지를	묻자,	

여자는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노숙자	쉼터	수리	완료	날짜	확인하기’이다.

[Words & Phrases]
homeless�shelter�노숙자�쉼터���reschedule�일정을�변경하다��

hire�대절하다,�(세�내어)�빌리다���major�중대한���for�a�while�당분간

7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Alan,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zoo?
M:	 	So	much	 fun!	Seeing	 the	 animals	 up	 close	was	

amazing.
W:	 	Yeah.	When	I	was	there	last	month,	I	really	had	fun	

feeding	the	animals.
M:	 	Me,	too.	But	the	wild	animal	safari	was	my	favorite.
W:	 	Oh,	 is	 that	open	now?	I	heard	 the	safari	would	be	

closing	for	renovation.
M:	 	It’s	open.	The	renovation	starts	next	month.
W:	 	Good.	Did	you	see	the	famous	giant	pandas?	When	I	

went	there,	I	had	to	wait	a	long	time	to	see	them.
M:	 	Unfortunately,	I	couldn’t.
W:	 	Why?	Were	they	sick	or	something?
M:	 	No.	They	just	had	a	baby,	so	the	exhibit	was	closed.
W:	 	That’s	too	bad.	But	at	least	you’ll	be	able	to	see	the	

cute	baby	panda	next	time	you	visit.
M:	 	Sure.	I	can’t	wait	to	see	it.

여:		Alan,	동물원으로	현장	학습	간	건	어땠니?

남:		엄청나게	재미있었어!	동물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굉장했어.

여:		맞아.	내가	지난달에	거기에	갔을	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

면서	정말	재미있었어.

남:		나도.	하지만	야생동물	사파리가	나는	가장	좋았어.

여:		아,	그곳이	지금	문을	열었니?	사파리가	보수	작업을	위해	닫

을	거라고	들었는데.

남:		열려	있어.	보수	작업은	다음	달에	시작돼.

여:		잘됐구나.	유명한	자이언트	판다는	봤니?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을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야	했는데.

남:		유감스럽게도	볼	수	없었어.

여:		왜?	판다들이	아프거나	뭐	그런	거니?

남:		아니.	그들이	막	새끼를	낳아서	전시가	닫혀	있었어.

여:		안됐구나.	하지만	적어도	네가	다음에	방문할	때는	귀여운	새

끼	판다를	볼	수	있을	거야.

남:		물론이지.	어서	빨리	그것을	보고	싶어.

[Topic & Situation]	동물원에서	판다	관람

[Solution]	동물원으로	현장	학습을	갔던	남자는	판다가	막	새끼

를	낳아서	전시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판다를	볼	수	없었다고	말

했으므로,	남자가	판다를	관람하지	못한	이유는	②	‘판다가	새끼

를	낳아서’이다.

[Words & Phrases]
up�close�바로�가까이에(서)���feed�먹이를�주다���safari�사파리(차를�

타고�다니며�야생동물들을�구경하는�여행)���renovation�보수[수리]�(작

업)���exhibit�전시(회)���cute�귀여운

8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Welcome	to	Papyrus	Stationery	Store.	What	can	I	

help	you	with?
W:	 	Hi,	where	are	the	colored	pencils?
M:	 	Right	over	here.	We	sell	them	in	sets.
W:	 	That’s	exactly	what	I	want.
M:	 	Okay.	Here	they	are.	How	about	this	set?	It	has	18	

colors.	It’s	on	sale	for	$5	per	set.
W:	 	Great.	 I’ll	 take	 four	 sets.	And	 I	 also	 need	 two	

sketchbooks.
M:	 	Those	are	right	behind	you.
W:	 	All	 right.	This	one	 looks	pretty	good.	Let’s	see....	

It’s	$20.	Umm....	The	paper	in	the	sketchbook	is	a	

little	thicker	than	I	want.
M:	 	Oh,	 then	 here.	This	 one	 has	 thinner	 paper.	 It’s	

normally	$16,	but	it’s	50%	off	right	now,	so	it’s	only	

$8.
W:	 		Perfect.	I’ll	buy	two	of	them.
M:	 	Okay.	Do	you	need	anything	else	besides	 the	four	

sets	of	colored	pencils	and	two	sketchbooks?
W:	 	Nope.	And	here’s	my	credit	card.

남:		Papyrus	문구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까요?

여:		안녕하세요,	색연필이	어디에	있나요?

정답과�해설�_�19강��95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95 2020. 1. 3.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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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트로	판매하고	있어요.

여:		그것이	정확히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남: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세트는	어떠세요?	

열여덟	가지	색이에요.	세트당	5달러에	할인	판매	중이고요.

여:		아주	좋아요.	네	세트를	살게요.	그리고	저는	스케치북	두	개

도	필요해요.

남:		그것은	당신	바로	뒤에	있어요.

여:		좋아요.	이것이	꽤	좋아	보이는군요.	어디	보자….	20달러네

요.	음….	이	스케치북의	종이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두

껍네요.

남:		아,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종이가	더	얇아요.	보통	때

는	16달러이지만	지금은	50%	할인	중이어서	단지	8달러예요.

여:		완벽해요.	그것	두	개를	살게요.

남:		좋아요.	네	세트의	색연필과	두	개의	스케치북	외에	다른	필

요하신	것이	있나요?

여:		아니요.	그리고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Topic & Situation]	학용품	구입

[Solution]	여자가	한	세트당	5달러에	할인	판매	중인	색연필	네	

세트와,	50%	할인	중이어서	한	개에	8달러인	스케치북	두	개를	

구입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36’이다.

[Words & Phrases]
stationery�store�문구점�� � thin�얇은�� �normally�보통�때는��

besides�~�외에

9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Hello.	This	is	Finch	Martin.
W:	 	Hi,	Professor	Martin.	This	 is	Clara	Morgan	of	 the	

Arlington	County	Office	of	Education.	I’m	calling	

to	ask	you	a	favor.
M:	 	Okay.	What	is	it?
W:	 	We’re	holding	a	speech	competition	in	celebration	of	

Science	Day,	and	the	topic	is	“Science	and	Human	

Rights.”	I’d	like	to	invite	you	to	serve	as	a	judge.
M:	 	I’d	be	honored.	When	is	the	competition?
W:	 	It’ll	be	on	Tuesday,	November	10	from	9	to	noon.
M:	 	All	right.	I’m	available	on	that	day.
W:	 	Great.	 It’ll	be	held	at	 the	State	Science	Center	on	

Park	Street.
M:	 	Okay.	Who	is	the	competition	for?
W: 		It’s	for	high	school	students.	About	30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it.
M: 		I	see.	Could	you	email	me	more	details	about	 the	

competition?
W:	 	Sure.	Thank	you	for	accepting	the	invitation.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Finch	Martin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Martin	교수님.	저는	Arlington	County	교육

청의	Clara	Morgan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

했어요.

남:		네.	부탁이	무엇인가요?

여:		저희가	과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려

고	하는데,	주제가	‘과학과	인권’이에요.	교수님을	심사위원으

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남:		영광이군요.	대회가	언제죠?

여:		11월	10일,	화요일	9시부터	정오까지예요.

남:		좋아요.	그날은	제가	시간이	있네요.

여:		아주	좋아요.	Park	가에	있는	주립	과학	센터에서	개최될	겁

니다.

남:		알겠어요.	이	대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 		고등학생들이에요.	약	30명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할	거

예요.

남: 		알겠습니다.	대회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게	이메일로	

보내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초청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과학의	날	기념	말하기	대회

[Solution]	과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말하기	대회에	관해	주제,	

개최	일시,	개최	장소,	참가	대상은	언급되었으나,	④	‘심사	기준’

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ask�~�a�favor�~에게�부탁을�하다��� in�celebration�of�~을�기

념하여��� judge�심사위원,�심판,�판사���be�honored�영광스럽다��

available�시간이�있는,�이용할�수�있는���detail�세부�사항���accept�

수락하다,�인정하다

10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oney,	I’m	trying	to	order	a	hammock	for	Noah’s	

school	 family	camping	 trip	online.	Can	you	help	

me?
W:	 	Sure.	We	should	get	one	 that	you,	me,	and	Noah	

could	all	lie	i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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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M:	Good	idea.	Here	are	the	ones	on	sale.

W:	 	Okay,	let’s	see.	I	don’t	think	this	one	could	hold	all	

of	us.

M:	 	Right. 	 We	 need	 one	 that	 holds	 at 	 least	 200	

kilograms.

W:	 	That’s	 right.	And	 the	mosquitoes	 are	pretty	bad	

nowadays,	so	let’s	get	one	of	these	with	a	mosquito	

net.

M:	 	Definitely.	That’d	be	much	better.

W:	 	As	far	as	the	material	is	concerned,	is	there	much	of	

a	difference?

M:	 	Well,	 I	 think	 it’d	 be	 better	 to	 get	 one	 of	 these	

polyester	ones.	It’d	be	easier	to	clean.

W:	 	Okay.	Then	that	leaves	these	two.	Why	not	just	get	

the	cheaper	one?

M:	 	All	right.	Then	I’ll	place	an	order	for	this	one.

남:		여보,	Noah의	학교	가족	캠핑	여행을	위해	내가	온라인으로	

해먹을	주문하려고	해요.	나	좀	도와줄래요?

여:		물론이에요.	당신과	나,	그리고	Noah가	모두	함께	들어가	누

울	수	있는	것을	사야	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할인	중인	것들이	여기	있어요.

여:		좋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지탱할	수	없

을	것	같아요.

남:		맞아요.	우리는	적어도	200kg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필요

해요.

여:		맞아요.	그리고	요즘	모기가	상당히	심하니까	모기장이	있는	

이것들	중	하나를	사요.

남:		물론이에요.	그것이	훨씬	좋을	거예요.

여:		재질에	관해서라면,	많은	차이가	있나요?

남:		글쎄요,	이	폴리에스터로	된	것	중	하나를	사는	게	좋을	것	같

아요.	그것이	세탁하기	더	쉬울	거예요.

여:		좋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남았네요.	그냥	더	싼	거로	사는	

게	어때요?

남: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주문할게요.

[Topic & Situation]	캠핑용	해먹	구입

[Solution]	두	사람은	적어도	200kg을	지탱할	수	있고,	모기장

이	있으며,	폴리에스터	재질로	된	해먹	중에서	더	싼	것을	구입하

기로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구입할	해먹은	③이다.

[Words & Phrases]
hammock�해먹(나무�등에�달아매는�그물·천�등으로�된�침대)���hold�(사

람·사물의�무게를)�지탱하다[견디다]���mosquito�모기���as�far�as�~�

be�concerned�~에�관한�한

1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Kyle,	is	there	something	bothering	you?	You	look	a	

little	worried.
M:	 	Yes,	Mom.	I’m	a	little	stressed	out	about	the	inter-

class	choir	competition	next	week.
W:	 	Why?	What’s	wrong?
M:	 	I’m	 my	 class’s	 chorus	 leader,	 and	 a	 couple	 of	

students	aren’t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actices.
W:	 	That’s	not	good.	Have	you	asked	them	why?
M: 		Yes,	 I	 have.	They	 don’t	 think	 they’re	 good	 at	

singing.	But	I	think	they	just	lack	confidence.
W:	 	It	sounds	like	they	need	to	boost	their	confidence.
M:	 	Yeah,	because	they’re	not	as	bad	at	singing	as	they	

think.	And	 I’m	 sure	 they’ll	 improve	 with	 more	

practice.
W:	 	Maybe	 they	 feel	 uncomfortable	 practicing	with	

everybody	 because	 they	 think	 they’re	 not	 good	

enough.
M: 	Right.	That’s	the	heart	of	the	problem.
W:	 	Why	not	ask	 them	to	practice	with	 just	you	after	

school?

여:		Kyle,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니?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

구나.

남:		네,	엄마.	다음	주에	있을	학급	대항	합창	대회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		왜?	무슨	일	있니?

남:		제가	우리	반의	합창	지휘자인데,	두어	명의	학생들이	연습에	

잘	참여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		큰일이구나.	그	애들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봤니?

남: 		네,	물어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

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들은	단지	자신감이	부족해요.

여:	그들은	자신들의	자신감을	북돋을	필요가	있는	것	같구나.

남: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노래를	못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더	연습하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해요.

여: 		아마도	자신들이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학생들과	모두	함께	연습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나	보다.

남: 	맞아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		방과	후에	너랑만	연습하자고	요청하는	게	어때?

[Topic & Situation]	합창	대회	준비

[Solution]	남자는	합창	대회	연습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노래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자신감이	부족해서	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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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자가	그들이	다른	학생들과	모두	

함께	연습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남자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

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방과	후에	너랑만	연

습하자고	요청하는	게	어때?’이다.

①	네가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쁘구나.

②	노래와	춤을	결합하려는	네	생각이	훌륭한	것	같아.

③	합창	연습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고마워.

④	선생님께	너희들이	어디에서	연습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게	어

떠니?

[Words & Phrases]
bother�괴롭히다,�귀찮게�하다�� �choir�competition�합창�대

회���be�willing�to�기꺼이�~하다���participate� in�~에�참여하다���

confidence�자신감���boost�북돋우다���heart�핵심,�심장,�마음

1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Jake	really	likes	playing	soccer.	One	day,	he	reads	

a	notice	about	a	summer	soccer	camp	on	the	school	

bulletin	board.	 It	was	posted	by	Mr.	Henderson,	

the	school	gym	teacher.	Jake	really	wants	to	join	it,	

but	he	sees	 that	 the	sign-up	deadline	was	 the	day	

before.	Since	he	doesn’t	want	 to	miss	out	on	 this	

opportunity	 to	 improve	his	soccer	skills,	he	visits	

Mr.	Henderson’s	office.	Even	though	the	deadline	

has	passed,	 Jake	wants	 to	 ask	Mr.	Henderson	 if	

there’s	any	room	still	available	in	the	camp.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ake	most	 likely	say	 to	Mr.	

Henderson?
Jake:	Is	there	a	spot	left	for	the	soccer	camp?

남:		Jake는	축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	

게시판에서	여름	축구	캠프에	관한	공고문을	읽습니다.	그것

은	학교	체육	선생님인	Mr.	Henderson이	붙여	놓은	것입

니다.	Jake는	정말로	거기에	참가하고	싶지만,	신청	마감일

이	그	전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축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Henderson	선생님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비록	마감일이	

지났지만	Jake는	Henderson	선생님에게	캠프에	자리가	아

직	남아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ake는	

Henderson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Jake:	축구	캠프에	자리가	남아	있나요?

[Topic & Situation]	축구	캠프	추가	신청	문의

[Solution]	축구	캠프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뒤늦게	봐서	참가	신

청을	하지	못한	Jake는	체육	선생님인	Mr.	Henderson에게	축

구	캠프에	자리가	아직	남아	있는지	묻고	싶어	한다.	따라서	Jake
가	Mr.	Henderso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축구	캠프

에	자리가	남아	있나요?’이다.

②	여름	축구	캠프가	언제	시작하나요?

③	캠프	신청	기간이	벌써	시작되었나요?

④	제가	어떻게	축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⑤	축구	연습	후에	저를	태워	주실	수	있을까요?

[Words & Phrases]
notice�공고문���bulletin�board�게시판���post� (안내문�등을)�붙

이다[게시하다]���sign-up�신청,�가입���deadline�마감�일자[시간]��
opportunity�기회���available�이용할�수�있는���spot�자리,�장소

98��EBS�수능특강�영어듣기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98 2020. 1. 3.   오전 11:38



Part  Ⅱ
 소

재
편

20 문화·취미생활, 봉사·체육활동� 본문�130~139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②� 2�①� 3�④� 4�⑤� 5�③� 6�⑤
� 7�④� 8�③� 9�④� 10�①� 11�④� 12�③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Mr.	 Johnson,	how	are	 the	Children’s	Book	Week	

preparations	going?

M:	 	They’re	going	well.	For	 the	 signing	events,	 I’ve	

already	contacted	the	authors.

W:	 	That’s	 great.	 Did	 you	 finish	 the	 advertising	

preparations	I	asked	for?

M:	 	Yes.	 I	made	fliers	for	 the	events	and	printed	them	

out.

W:	 	Great.	 I	 also	 think	 sending	 text	messages	 to	our	

members	will	help.

M:	 	No	worries.	I’ve	done	that,	too.

W:	 	Okay.	Do	you	 remember	 the	discount	 event?	 If	

customers	buy	one	book,	 they	get	another	for	50%	

off.

M:	 	Yes,	I	do.	You	said	you	would	decide	which	books	

would	be	part	of	the	event.

W:	 	Right.	Here’s	the	list	of	the	books.	The	next	step	is	

displaying	them	for	 the	discount	event.	Would	you	

like	to	do	that?

M:	No	problem.	I’ll	do	it.

W:	Thanks.	Then	I’ll	order	some	gifts	for	the	events.

여:	Johnson	씨,	아동	도서	주간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남:	잘	되어	갑니다.	사인회를	위해서	이미	저자들과	연락했습니다.

여:	훌륭하군요.	제가	요청한	홍보	준비도	마쳤어요?

남:	예.	그	행사를	위한	전단을	만들어서	인쇄했습니다.

여:		좋아요.	우리	회원들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했습니다.

여:		좋아요.	할인	행사	기억하세요?	고객들이	책	한	권을	사면	다

른	책은	50%	할인하여	사는	행사	말이에요.

남:		예,	기억합니다.	어느	책이	그	행사의	일부가	될지	결정하겠

다고	하셨습니다.

여:		맞아요.	여기	그	책들의	목록이	있어요.	다음	단계는	할인	행

사를	위하여	그것들을	진열하는	일이에요.	그	일도	해	주겠

어요?

남:	물론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		고마워요.	그러면	나는	그	행사를	위한	선물	몇	가지를	주문

할게요.

[Topic & Situation]	아동	도서	주간	준비

[Solution]	아동	도서	주간	준비에	관하여	나누는	대화다.	남자는	

저자	사인회를	위한	연락,	홍보	전단	인쇄,	홍보	문자	메시지	보내

기	등을	다	마쳤으며,	후반부에서	여자가	할인	행사에	들어갈	책

을	진열하는	일을	부탁하자	그것도	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할인	행사용	도서	진열하기’

이다.

[Words & Phrases]
signing�event�사인회��advertising�홍보,�광고�� for�50%�off�

50%를�할인하여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Paul,	 are	 you	 ready	 to	 go	 hiking	 up	 Baraboo	

Mountain	today?
M:	 	Yes,	I	am.	But	the	problem	is	 the	weather	forecast	

says	it’ll	rain	there	today.
W:	 	Oh,	really?	It’ll	be	dangerous	in	the	rain.	The	rocks	

will	be	slippery.	It	might	not	be	a	good	idea	to	stick	

to	our	plan.
M:	 	That’s	what	I	thought.	Then	let’s	do	it	another	time.

여: 	Paul,	오늘	Baraboo	산으로	하이킹을	하러	갈	준비가	됐니?

남: 		응,	준비됐어.	하지만	문제는	일기예보에서	오늘	그곳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야.

여: 		아,	정말?	빗속에서는	위험할	거야.	바위가	미끄러울	거야.	

우리	계획을	고집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남: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하자.

[Topic & Situation]	하이킹	계획	취소

[Solution]	여자와	남자는	하이킹을	하러	가려고	했으나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은	남자의	말을	듣고	여자는	자신들의	계

획을	고집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	거라고	말한다.	따라서	여

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

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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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①	신경	쓰지	마.	내가	오늘	몸이	썩	좋지	않을	뿐이야.

③	동의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원래	계획을	고수하자.

④	맞아.	내가	지금	오늘의	일기예보를	확인할게.

⑤	그	말을	들으니	안됐구나.	넌	어려울	때를	위해	돈을	저축해	두

었어야지.

[Words & Phrases]
slippery�미끄러운���stick�to�~을�(바꾸지�않고)�고수하다[지키다]���

rain�or�shine�어떤�일이�있더라도,�날씨에�관계없이���for�a�rainy�

day�어려울�때를�위해

2 정답 ①

W:	 	Good	morning,	Health	TV	viewers.	Are	you	hard	of	

hearing,	and	do	you	find	it	difficult	 to	clearly	hear	

dialogue	when	you’re	watching	TV?	Fortunately,	

now	there’s	a	special	speaker	 that	uses	new	sound	

technology	 to	 raise	 the	 volume	 of	 voices	 and	

enhance	 their	 clarity	 by	 separating	 them	 from	

background	sounds.	The	Voicemaster	Speaker	comes	

with	a	remote	control,	with	which	you	can	choose	

from	six	dialogue	settings	 to	 find	one	 that	helps	

you	hear	better.	And	 if	you	have	more	advanced	

hearing	problems,	the	Voicemaster	Speaker’s	unique	

technology	allows	you	 to	watch	TV	at	very	 low	

volume	levels.	And	it’s	easy	to	set	up	and	convenient	

to	use	anywhere.	Once	you	get	 this,	you’ll	never	

miss	a	sound	while	watching	TV.	Order	right	now!

여: 		안녕하세요,	Health	TV	시청자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고,	

TV를	시청하실	때	대화를	명확히	듣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

시나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배경음으로부터	목소리를	분리

함으로써	목소리의	음량을	높이고	목소리의	선명도를	높이

는	새로운	음향	기술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Voicemaster	스피커에는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을	이용해서	여섯	개의	대화	설정	중에서	여러분이	더	잘	들

을	수	있는	설정을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더	중한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다면,	Voicemaster	스피

커의	특별한	기술은	여러분이	매우	낮은	음량으로	TV를	시

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치하기	쉽고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것을	구입하시면	TV를	시

청하실	때	하나의	소리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지

금	바로	주문하세요!

[Topic & Situation]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피커	광고

[Solution]	여자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TV를	시청할	때	대화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음향	기술을	사용한	

스피커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피커를	광고하려고’

이다.

[Words & Phrases]
hard�of�hearing�귀가�잘�안�들리는���enhance�높이다,�강화하다��

clarity�선명도���separate�분리하다���hearing�problem[disorder]�

청각�장애,�난청���unique�특별한,�독특한���set�up�~을�설치하다

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M:	 	Hi.	I’m	having	problems	using	this	camera	I	bought	

here	last	week.
W:	All	right.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M:	 	I	think	the	memory	card	that	came	with	the	camera	

is	bad.	It’s	not	saving	any	pictures	I	take.	
W:	 I	see.	Can	I	take	a	look	at	your	camera?
M:	 	Sure.	Here	you	go.	 I	can’t	believe	I	 lost	all	of	 the	

pictures	I	took.	They	were	of	my	son	playing	in	the	

basketball	finals.
W: 		I’m	sorry	to	hear	 that.	Let	me	check	a	few	things.	

[Pause]	 Oh,	 yeah.	 It’s	 the	 memory	 card.	 It’s	

defective.	 I’ll	exchange	 it	 for	a	new	one.	Did	you	

bring	your	receipt?
M: 	Yes.	Here	it	is.
W: 		All	 right.	Here’s	a	new	one.	And	 I’m	 truly	sorry	

about	that.
M: 	That’s	okay.	It’s	not	your	fault.

여: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곳에서	구입한	이	카메라를	사

용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남:		카메라에	딸려	있던	메모리	카드가	불량인	것	같아요.	제가	

찍는	사진을	하나도	저장하지	못해요.	

여:	알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남: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모두	잃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농구	결승전에서	경기하고	있는	제	아

들의	사진들이었는데.

여: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네요.	제가	몇	가지	점검해	볼게요.	[잠

시	후]	아,	맞아요.	메모리	카드	때문이네요.	그것이	결함이	

있어요.	그것을	새것으로	교환해	드릴게요.	영수증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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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나요?

남: 	네.	여기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에	새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진

심으로	죄송합니다.

남: 	괜찮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Topic & Situation]	불량	메모리	카드	교환

[Solution]	남자가	지난주에	이곳에서	메모리	카드가	포함된	카

메라를	구입했다고	했고,	여자가	메모리	카드와	카메라를	점검하

고	불량	메모리	카드를	교환해	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카메라	판매점	직원	-	손님’이다.

[Words & Phrases]
finals�결승전���defective�결함이�있는���exchange�(동일한�종류의�것

을)�교환하다���receipt�영수증���fault�잘못,�단점,�결함

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Andy.	Check	out	this	photo	from	last	weekend	at	my	

grandparents’	farm.
M: 		Okay.	[Pause]	Oh,	cool.	You’re	on	a	horse	wearing	

a	cowboy	hat.
W: 	Yeah,	that	was	my	first	time!
M: 	Nice!	So	is	this	man	your	grandpa?
W: 	Yes.	He’s	holding	the	horse	for	me.
M: 		It	must	have	been	fun.	Is	this	man	in	the	back	near	

the	fence	with	a	hammer	your	dad?
W: 		Yeah,	he’s	fixing	the	fence.	And	here’s	my	grandma,	

sitting	under	this	cow.
M: 	Oh,	she’s	milking	the	cow.
W: 	Yeah.	She’s	been	doing	that	every	day	for	decades.
M: 	What’s	your	brother	Tony	doing	behind	the	cow?
W: 	He’s	holding	some	grass	to	feed	the	cows.
M: 	It	looks	like	he	had	a	good	time,	too.
W: 	He	sure	did.

여:		Andy,	우리	조부모님의	농장에서	지난	주말에	찍은	이	사진	

좀	봐.

남:		그래.	[잠시	후]	오,	멋지다.	네가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있네.

여:	응,	그게	내가	처음	해	본	거야!

남:	멋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네	할아버지니?

여:	응.	날	위해서	말을	잡아	주고	계셔.

남:		재미있었겠다.	뒤쪽	담장	근처에	망치를	들고	있는	분이	네	

아빠니?

여:		응,	담장을	수리하고	계셨어.	그리고	여기	소	아래에	앉아	계

신	분이	우리	할머니야.

남:	아,	그분은	소젖을	짜고	계시는구나.

여:	응.	수십	년	동안	매일	그	일을	해	오고	계셔.

남:	소	뒤에서	네	동생	Tony는	뭘	하는	거니?

여:	소를	먹이려고	풀을	들고	있어.

남:	그	애도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구나.

여:	걔도	분명히	그랬어.

[Topic & Situation]	조부모의	농장	방문

[Solution]	여자가	자신의	동생	Tony가	소를	먹이려고	풀을	들

고	있다고	말했으나,	사진	속	여자의	동생은	우유	통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 Phrases]
milk�젖을�짜다;�우유���for�decades�수십�년�동안���feed�먹이를�

주다��

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y,	Cathy.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webtoon	

competition!				
W: 	Thank	you.	I	still	can’t	believe	I	won.
M: 	I	can!	You’re	a	great	drawer	and	storyteller.
W: 		That’s	flattering,	but	there	were	a	lot	of	really	skilled	

webtoon	creators	who	entered.
M: 		Don’t	be	so	humble!	I	wish	I	could	draw	as	well	as	

you.
W: 		It	only	takes	some	practice	and	careful	attention	to	

small	details.
M: 		You	make	it	sound	so	easy.	Have	you	been	working	

on	any	new	webtoons?
W: 	Yes.	I’m	going	to	post	them	on	my	blog	soon.
M: 	Oh,	I	didn’t	know	you	had	a	blog.
W: 	I	just	recently	made	one.	But	I’m	still	working	on	it.
M: 	That’s	cool.	Can	you	text	me	your	blog	address?
W: 	Sure.	I’ll	let	you	know	when	it’s	finished.
M: 	Thanks.

남: 	안녕,	Cathy.	웹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해!

여: 	고마워.	내가	우승했다는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어.

남: 	난	믿을	수	있어!	넌	대단한	화가이고	작가야.

여: 		그건	과찬이고,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정말로	솜씨	좋은	웹툰	

작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 		너무	겸손해할	거	없어!	나도	너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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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면	얼마나	좋을까.

여: 		약간의	연습과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깊은	집중이	필요

할	뿐이야.

남: 		넌	그것이	너무	쉬운	일처럼	들리게	하는구나.	어떤	새로운	

웹툰을	그려	오고	있니?

여: 		응.	곧	내	블로그에	그것들을	올릴	거야.

남: 	아,	네가	블로그가	있는	줄	몰랐어.

여: 	그냥	최근에	하나	만들었어.	하지만	아직	작업	중이야.

남: 	멋지다.	네	블로그	주소를	내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줄래?

여: 	물론이지.	그것이	완성되면	알려	줄게.

남: 	고마워.

[Topic & Situation]	웹툰	대회	수상

[Solution]	여자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작업	중이라고	말하자	남

자는	여자에게	블로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	달라고	부탁

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에게	그녀의	블로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기’이다.

①	그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

②	그가	자신의	블로그를	만드는	것	도와주기

④	그녀의	블로그에	웹툰	올리기

⑤	그에게	대회	결과	알려	주기

[Words & Phrases]
storyteller�작가,�이야기꾼���flatter�듣기�좋은�말을�해�주다,�아첨하

다���skilled�솜씨�좋은,�노련한,�숙련된���enter�(대회�등에)�참가하다���

detail�세부�사항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Amber.	If	you’re	free	after	work,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W:	 	I’m	sorry,	Daniel.	 I	can’t.	 I’m	going	 to	meet	Ms.	

White	tonight	after	work.
M: 	You	mean	our	boss?
W: 	That’s	right.
M: 		I	 thought	 you’d	 already	 talked	 to	her	 about	 the	

company	newsletter.
W: 	No,	it’s	not	about	that.
M:	Well,	are	you	meeting	about	work?
W:	 	No.	While	on	our	business	trip	last	month,	we	found	

out	that	we	had	a	common	interest	in	dogs.	And	she	

invited	me	to	a	dog-owners	group	meet-up.
M:	 	That’s	cool.	I’m	sure	you’ll	be	able	to	meet	a	lot	of	

dog	lovers	there.

W:	 	I	hope	so.	 I	want	 to	make	some	new	friends	with	

similar	interests.	That’s	why	I’m	going.
M:	 	Sounds	 interesting.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there.
W:	Thank	you.

남:	Amber.	퇴근	후에	시간	있으면,	함께	저녁	먹는	게	어때요?

여: 		미안해요,	Daniel.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밤	퇴근	후에	

White	씨를	만날	거예요.

남: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여: 	맞아요.

남: 		나는	당신이	회사	소식지에	관해서는	이미	그녀와	의논했다

고	생각했는데요.

여: 	아니요,	그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남: 	음,	일	때문에	만나는	건가요?

여: 		아니요.	지난달에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우리는	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반려

견	소유자	모임의	만남에	나를	초대했어요.

남: 		멋지네요.	그곳에서	당신이	많은	애견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여: 		그러길	바라요.	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를	좀	사귀

고	싶거든요.	그게	내가	가는	이유예요.

남: 		흥미롭네요.	거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여:	고마워요.

[Topic & Situation]	반려견	소유자	모임	참석

[Solution]	회사	사장에게	초대를	받아	반려견	소유자	모임에	참

석하게	된	여자는	거기에	가는	이유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를	사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모

임에	가는	이유는	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이다.

[Words & Phrases]
newsletter�소식지�� �business� trip�출장��common�공통의���

meet-up�만남,�모임���similar�비슷한,�유사한

7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What	can	I	help	you	with?
M: 	Hi,	I’m	looking	for	a	couple	of	pairs	of	headsets.
W: 	Okay.	What	will	they	mainly	be	used	for?
M: 		Mostly	for	playing	computer	games.	My	sons	love	

playing	computer	games.
W: 		All	 right.	Here	we	have	corded	ones	and	cor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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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편

ones.	Which	type	would	you	like?
M: 	A	cordless	one	would	be	better.
W: 	Okay.	I	recommend	this	one.	It’s	great	for	gaming.
M: 	How	much	is	it?
W: 	It’s	$70.
M: 	Not	bad.	I’ll	take	two	of	them.
W: 		Okay.	They	 require	AA	 batteries,	 which	 aren’t	

included.	We	sell	battery	chargers	and	rechargeable	

batteries.
M: 		I	 already	have	a	battery	charger.	But	 I	could	use	

some	batteries.
W: 		All	 right.	This	8-pack	of	 rechargeable	batteries	 is	

originally	$16,	but	it’s	on	sale	for	50%	off.
M: 	Great.	I’ll	take	one	pack.	Here’s	my	credit	card.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헤드셋을	두어	개	찾고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주로	무엇에	사용하실	건가요?

남: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제	아들들이	컴

퓨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 		알겠습니다.	여기에	유선과	무선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

를	원하세요?

남: 	무선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추천해	드려요.	게임을	하는	데	정

말	좋아요.

남: 	얼마인가요?

여: 	70달러예요.

남: 		나쁘지	않네요.	제가	두	개를	살게요.

여: 		알겠습니다.	그것은	AA	사이즈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제

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충전기와	충전용	배터리

를	판매하고	있어요.

남: 		전	이미	충전기는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는	몇	개	쓸	것	같네요.

여: 		알겠습니다.	이	8개들이	충전용	배터리	묶음이	원래	16달러

인데,	50%	할인	판매	중이에요.

남: 		아주	좋아요.	한	묶음	살게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어요.

[Topic & Situation]	헤드셋과	배터리	구입

[Solution]	남자는	하나에	70달러인	무선	헤드셋	두	개와	한	묶

음에	원래	16달러인	충전용	배터리를	50%	할인받아	8달러에	구

입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148’이다.

[Words & Phrases]
mainly�주로���corded�유선의���cordless�무선의���require�필요로�

하다���battery�charger�배터리�충전기���rechargeable�충전�가능한

8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Dan,	where	are	you	going?

M: 		I’m	going	to	the	swimming	pool	to	prepare	for	the	

lifeguard	training	course.

W: 	Aren’t	you	too	young	to	apply	for	the	course?

M: 		No.	I’m	seventeen	and	the	age	limit	is	fifteen.

W: 		Oh,	 I	 thought	 it	was	nineteen.	Don’t	you	have	 to	

pass	a	basic	swimming	test	first	to	take	the	course?

M: 	Yeah.	That’ll	be	easy.

W:	 	Then	after	completing	it,	do	you	become	certified	as	

a	lifeguard?

M:	 	Yes.	The	certification	is	valid	for	2	years.	But	I	can	

renew	it	by	taking	a	review	course.

W: 	I	see.	How	long	is	the	course?

M: 		It’s	a	 total	of	24	hours.	They	teach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water-related	emergencies.

W: 	How	much	is	the	training	course?

M: 		It’s	$200.	But,	with	 the	certificate,	 I	can	work	at	

public	beaches	and	water	parks.	So	 it’s	definitely	

worth	it.

W: 	Yeah,	that	sounds	good.	Good	luck!

M: 	Thanks.

여: 	Dan,	어디	가니?

남:		인명	구조원	훈련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수영장에	가는	중

이야.

여:	그	과정에	지원하기에	너는	너무	어리지	않니?

남:	아니야.	난	17세이고,	나이	제한은	15세야.

여:		아,	난	19세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수강하려면	기초	수

영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하지	않니?

남:	맞아.	그건	쉬울	거야.

여:		그러면	그	과정을	끝마친	후에,	넌	인명	구조원으로서	자격증

을	받게	되니?

남:		응.	그	자격증은	2년	동안	유효해.	하지만	재교육	과정을	수

강해서	갱신할	수	있어.

여:	그렇구나.	과정은	얼마나	걸리니?

남:		총	24시간이야.	그들은	물과	관련된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대

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여:	훈련	과정	비용은	얼만데?

남:		200달러야.	하지만	그	자격증이	있으면	난	공공	해변이나	물놀

이	공원에서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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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맞아,	좋은	것	같아.	행운을	빌어!

남:	고마워.

[Topic & Situation]	인명	구조원	훈련	과정

[Solution]	인명	구조원	훈련	과정에	관해	지원	가능	연령,	취득	

자격증	유효	기간,	훈련	소요	시간,	수강	비용은	언급되었으나	

③	‘모집	인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lifeguard�인명�구조원�� �apply�지원하다�� �age� limit�나이�제

한���complete�끝마치다���certify�자격증[면허증]을�주다,�증명하다���

valid�(법적·공식적으로)�유효한���prevent�예방하다���respond�대응

하다���emergency�응급상황,�비상사태���worth�~의�가치가�있는

9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I’m	Sophia	Brown	 from	Forest	

Park	Rangers.	To	celebrate	Earth	Day,	we’re	hosting	

Family	Volunteer	Fun	Days.	 It’s	a	 five-day	event	

from	June	6th	to	the	10th,	10	a.m.	to	5	p.m.	daily.	

During	 the	event,	bring	your	 family	down	 to	 the	

Central	Square	area	to	walk	around	and	maintain	the	

numerous	beautiful	gardens.	You	should	wear	boots	

and	long	pants	as	some	areas	are	wet.	Also,	due	to	

the	expected	hot	weather,	bringing	some	water	 is	

highly	recommended.	Snacks	like	cookies	and	some	

fruit	will	be	provided	for	free.	And	volunteers	under	

12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Don’t	miss	out	

on	this	fun	family	event!

여: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Forest	Park	Rangers
의	Sophia	Brown입니다.	저희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

해	Family	Volunteer	Fun	Days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

것은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열리는	5일간의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에	가족을	Central	

Square	지역으로	데리고	오셔서	걸어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

운	정원들을	손봐	주십시오.	일부	지역은	젖어	있기	때문에	

장화를	신으시고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합니다.	또한,	날씨가	

더울	것으로	예상되니	물을	좀	꼭	가지고	오시길	권해	드립니

다.	쿠키와	약간의	과일과	같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

다.	그리고	12세	미만의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성인을	동행해

야	합니다.	이	재미있는	가족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Topic & Situation]	가족	봉사	행사

[Solution]	여자가	Family	Volunteer	Fun	Days	참가	시	날씨

가	더울	것으로	예상되니	물을	가지고	올	것을	권한다고	했다.	따

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생수가	무료로	제공

된다.’이다.

[Words & Phrases]
celebrate�기념하다���host�주최하다���numerous�수많은���due�to�

~�때문에���accompany�동행하다,�동반하다

10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i,	Agnes.	What	are	you	working	on?
W:	 	Hi,	Charlie.	I’m	preparing	some	teaching	materials	

for	my	class.
M:	You’re	teaching	a	class?
W:	 	Yeah.	 I’m	volunteering	 at	 the	 local	 community	

center.	I’m	going	to	start	teaching	a	basic	computer	

programming	class	for	senior	citizens	next	week.
M:	 	That’s	cool!	It’s	a	great	fit	for	you	since	your	major	

is	computer	programming.
W:	 	I’m	looking	forward	to	it.	But	I’m	not	sure	if	I	can	

teach	well.
M:	 	Don’t	worry.	Of	course	you	will.	You	already	have	

some	good	teaching	experience.
W:	 	Right,	but	only	with	young	students.	Have	you	ever	

taught	adults	or	senior	citizens?
M:	 	Yes,	 a	 couple	 of	 years	 ago.	 I	 taught	 an	 Italian	

language	class	for	seniors.
W:	 	Oh,	then	you	must	know	how	to	teach	older	learners.	

Is	there	anything	helpful	I	should	know?
M:	 	Well,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y	need	

more	 time	 to	 process	 information	 compared	 to	

young	learners.
W:	 	Then	I’d	better	slow	my	teaching	pace	down.

남:		안녕,	Agnes.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여:		안녕,	Charlie.	내	수업을	위한	교재를	좀	준비하고	있는	중

이야.

남:		네가	수업을	한다고?

여:		응.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다음	

주에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

할	거야.

남:		그거	멋지다!	그	일은	네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있

으니까	네게	매우	잘	맞는	일이네.

여:		그걸	고대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

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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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걱정하지	마.	물론	넌	그럴	거야.	너는	이미	좋은	수업	경험이	

좀	있잖아.

여:		맞아,	하지만	그저	어린	학생들과	함께였지.	넌	성인이나	어

르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니?

남:		응,	몇	년	전에.	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탈리아어	수업을	

했었지.

여:		아,	그럼	넌	더	나이	든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

겠구나.	내가	알아야	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남:		음,	그들이	어린	학습자들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

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여: 	그럼	내가	가르치는	속도를	늦춰야겠구나.

[Topic & Situation]	어르신	대상	수업	준비

[Solution]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르신을	위한	기초	컴퓨터	프로

그래밍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가	전에	어르신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는	남자에게	어르신	학습자들을	가르치려면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지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에	남자가	더	나

이	든	학습자들은	어린	학습자들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

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럼	내가	가르치는	속도를	늦춰야겠구나.’이다.

②	어르신들은	또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③	넌	온라인으로	그	자원봉사	자리에	지원해야	해.

④	네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할	필요는	없어.

⑤	더	나이	든	사람들은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Words & Phrases]
prepare�준비하다���material�자료���senior�citizen�어르신,�노인���

a�great�fit�매우�잘�맞는�것���pace�속도���major�in�~을�전공하다

11~12 정답 11 ④  12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everyone.	 Last	 class,	 we	 covered	 the	

importance	and	benefits	of	sports	 in	our	 lives.	For	

centuries,	people	have	been	participating	in	sports	

not	only	 for	 individual	enjoyment	and	health	but	

also	 for	 peaceful	 international	 relations.	Today,	

we’ll	 look	at	 some	sports	 that	have	been	around	

since	 ancient	 times.	Most	 of	mankind’s	 earliest	

sports	evolved	out	of	early	human	survival	skills.	

In	that	sense,	running	is	believed	to	be	the	world’s	

oldest	 sport.	 It	was	actually	 the	only	sport	 in	 the	

first	Olympics,	 in	776	B.C.	Wrestling	 is	also	one	

of	 the	oldest	sports,	and	it	was	an	event	 in	ancient	

Olympics	 as	well.	 Its	 origin	 can	be	dated	back	

to	about	15,000	years	ago.	Swimming	 is	another	

ancient	sport.	This	is	shown	in	prehistoric	drawings.	

Lastly,	hockey	is	considered	one	of	the	oldest	sports.	

Images	of	people	playing	with	a	curved	stick	and	a	

ball	have	been	found	dating	back	to	600	B.C.	Now,	

take	a	 look	at	 the	screen	 to	see	some	pictures	of	

these	images.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스포츠의	중요성과	이로움을	다뤘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

들은	개인의	즐거움과	건강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국제	관계

를	위해	스포츠에	참여해	왔지요.	오늘은	고대부터	있었던	몇

몇	스포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초기	스포츠의	대부분

은	초기	인간의	생존	기술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는	세계의	가장	오래된	스포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것은	실제로	기원전	776년에	있었던	첫	올림픽의	유일한	스

포츠였습니다.	레슬링은	또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인

데,	역시	고대	올림픽의	종목이었습니다.	그것의	기원은	약	

1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영은	또	다

른	고대	스포츠입니다.	이것은	선사시대의	그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키는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굽은	막대기와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모습의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그	기원이)	기원전	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그림들의	사진	몇	장을	보기	위해	

화면을	살펴봅시다.

[Topic & Situation]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Solution]	

11	남자가	고대부터	있었던	스포츠에	대해	사례를	들며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일부’이다.

①	스포츠의	심리적	이로움

②	올림픽	스포츠	종목	선정	방법

③	전통적인	스포츠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⑤	국제	관계에서의	스포츠의	역할

12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로	달리기,	레슬링,	수영,	

하키를	언급했으나	복싱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언급된	스포

츠가	아닌	것은	③이다.

[Words & Phrases]
cover�다루다���ancient�고대의���mankind�인류���evolve�발달하다,�

진화하다���origin�기원���prehistoric�선사시대의���curved�굽은,�구

부러진���psychological�심리적인���select�선정하다���preserve�보

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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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1 편의 시설 이용 � 본문�140~149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④� 2�⑤� 3�⑤� 4�③� 5�④� 6�①
� 7�③� 8�①� 9�②� 10�②� 11�①� 12�②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I’m	looking	online	for	a	picture	frame	for	

the	painting	we	bought	 recently.	Shall	we	choose	

one	together?

W:	Sure.	Let	me	see.	How	much	should	we	spend?

M: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40.	 I	 think	 a	

picture	frame	over	that	price	is	too	expensive.

W:	 	I	 see.	Then	 let’s	go	for	a	model	under	$40.	Next,	

which	material	do	you	want?

M:	 I	don’t	like	plastic.	What	do	you	think?

W:	Me,	neither.	It’s	not	eco-friendly.

M:	 	Okay.	Let’s	choose	 from	 the	non-plastic	models.	

Now	what	about	the	color?

W:	 	Well,	not	white.	White	wouldn’t	match	the	painting	

well.

M:	You’re	right.	Plus,	white	gets	dirty	too	easily.

W: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Oh,	they	both	come	

with	a	free	gift.	Which	do	you	prefer,	the	picture	key	

ring	or	the	picture	magnet?

M:	Well,	why	don’t	we	take	the	picture	magnet?

W:	 	Alright.	 It	 would	 be	 a	 great	 decoration	 for	 our	

refrigerator.

M:	Okay.	Let’s	order	this	model.

남:		여보,	우리가	최근에	산	그림을	위한	그림	액자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어요.	같이	하나를	골라	볼까요?

여:		물론이죠.	어디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할

까요?

남:		나는	40달러	넘게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가격을	넘는	그

림	액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여:		알겠어요.	그렇다면	40달러	미만의	모델로	해요.	다음으로	

어떤	재료를	원하나요?

남:	난	플라스틱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아요.

남:		좋아요.	플라스틱이	아닌	모델들	중에서	선택해요.	이제	색깔

은	어떻게	해요?

여:	음,	흰색은	안	돼요.	흰색은	그림과	잘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남:	맞아요.	게다가,	흰색은	너무	쉽게	더러워져요.

여: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남았네요.	오,	그것들은	둘	

다	무료	사은품을	제공하네요.	그림	열쇠고리나	그림	자석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남:	음,	그림	자석을	택하는	게	어때요?

여:	좋아요.	우리	냉장고에	멋진	장식이	될	거예요.

남:	좋아요.	이	모델을	주문해요.

[Topic & Situation]	액자	온라인	구매

[Solution]	두	사람은	가격이	40달러	미만이고	재료가	플라스틱

이	아니며	흰색이	아니고	그림	자석을	무료	사은품으로	주는	그림	

액자를	사기로	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그림	액자는	④이다.

[Words & Phrases]
picture�frame�그림�액자���eco-friendly�환경�친화적인���match�

어울리다�� �key� ring�열쇠�고리�� �magnet� (냉장고�부착용)�자석��

decoration�장식���refrigerator�냉장고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oney,	 finally	we’re	at	 the	airport.	Do	you	know	

where	the	parking	lot	is?
M: 		Yes,	I	do.	It’s	a	little	far	from	here,	so	I’ll	drop	off	

you	and	the	kids	first	in	front	of	the	entrance.	
W: 	Okay.	Shall	I	wait	for	you	at	the	check-in	counter?	
M: 	Sounds	good.	I’ll	go	there	after	parking	the	car.

여:		여보,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남:		네,	알아요.	여기서	좀	머니까	당신과	아이들을	입구	앞에서	

먼저	내려	줄게요.	

여: 	좋아요.	내가	탑승	수속	창구에서	당신을	기다릴까요?	

남: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차를	주차한	후에	그곳에	갈게요.

[Topic & Situation]	공항에서	주차하기

[Solution]	남자는	공항에	도착하자,	주차장이	머니까	입구	앞에

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내려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여자는	남

자에게	자신이	탑승	수속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물었다.	따

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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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차를	주차한	후에	그곳에	갈게요.’이다.

①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30분쯤	후에	체크인할	거

예요.

②	그럴	필요	없어요.	난	이미	우리	차를	주차했거든요.

③	고마워요.	그럼	내가	먼저	우리	애들과	함께	내릴게요.

⑤	맞아요.	우리는	공항	셔틀	버스로	호텔에	갈	수	있어요.

[Words & Phrases]
entrance�입구���check-in�counter�(공항의)�탑승�수속�창구

2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Emily,	we	finally	made	it	to	the	hot	spring.	That	was	

a	long	drive.
W:	 	Yeah.	But	it’ll	be	worth	driving	all	the	way	here.	A	

lot	of	people	told	me	this	hot	spring	is	really	nice.
M:	 	I	also	heard	 the	water	 is	 really	hot	and	clean,	and	

there	are	beautiful	mountain	views.
W:	 	Sounds	 awesome!	 I	 can’t	 wait	 to	 enjoy	 the	 hot	

spring.

남:		Emily,	우리	마침내	온천에	도착했어요.	그것은	장거리	운전

이었어요.

여:		그래요.	하지만	여기까지	내내	운전해서	올	가치가	있을	거예

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이	매우	좋다고	말해	주었어요.

남:		물이	정말	뜨겁고	깨끗하고,	산의	전망이	아름답다고도	들었

어요.

여: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난	온천을	빨리	즐기고	싶어요.

[Topic & Situation]	온천	방문

[Solution]	여자가	온천이	매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

자,	남자도	물이	뜨겁고	깨끗하고,	산의	전망이	아름답다고	들었

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난	온천을	빨리	즐기

고	싶어요.’이다.

①	아니요,	고마워요.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요.

②	음,	거기까지	운전하려면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거예요.

③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온천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어요.	

④	와!	온천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을	줄	몰랐네요.

[Words & Phrases]
make�it�to�~에�도착하다�����hot�spring�온천�����be�worth�-ing�
~할�가치가�있다

3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visiting	 our	

campground.	Our	campground	is	located	near	Green	

Valley,	which	 is	 home	 to	many	different	 plants	

and	animal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harm	our	

valuable,	beautiful	nature.	First	of	all,	do	not	throw	

away	any	 food	 in	 the	woods.	Discarded	 food	not	

only	smells	bad,	but	it	can	also	cause	problems	for	

the	wild	animals	if	they	eat	it.	Therefore,	when	you	

leave	the	campground,	make	sure	to	throw	out	food	

scraps	and	all	other	trash	in	the	designated	area	near	

the	entrance.	Also,	to	prevent	forest	fires,	make	sure	

to	completely	put	out	your	 fire	when	you	 leav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nd	have	a	great	

camping	experience.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캠핑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저희	캠핑장은	Green	Valley	근처에	위치해	있고,	그것

은	많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우선,	숲에	어떤	음식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버려진	음식

은	나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그것을	먹으면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장을	떠날	

때는	출입구	근처에	있는	지정	구역에	음식물	찌꺼기와	다른	

모든	쓰레기를	버려	주십시오.	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떠

날	때는	반드시	불을	완전히	꺼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

사드리며,	멋진	캠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Topic & Situation]	캠핑장	자연	보호

[Solution]	남자는	캠핑장이	Green	Valley	근처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캠

핑장	이용	시	음식을	버리지	말	것,	지정된	구역에	음식물과	쓰레

기를	버릴	것,	산불	예방을	위해	떠날	때	불을	완전히	끌	것	등을	

당부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캠핑장	이용	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campground�캠핑장,�야영지���be� located�near�~�근처에�위

치해�있다���harm�훼손하다,�손상시키다���valuable�소중한,�귀중한���

discarded�버려진���make�sure�to�반드시�~하다���food�scraps�음

식물�찌꺼기���trash�쓰레기���designated�지정된���put�out�~을�끄다���

cooperation�협조,�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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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5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John,	whose	wedding	is	that	picture	of?
M:	 	The	groom	is	one	of	my	friends.	It	was	 taken	just	

after	his	wedding	ceremony.
W:	 	Wow,	 it’s	a	beautiful	picture!	 I	 like	how	you	and	

your	 friends	 had	 the	 photo	 taken	 in	 the	 flower	

garden.
M: 		The	flowers	in	the	garden	were	really	beautiful.
W:	 	Yes,	 they	look	beautiful.	The	girls	on	the	right	are	

putting	their	hands	on	their	heads.
M:	They	were	trying	to	make	a	heart	with	their	arms.	
W:	 	Why	did	 the	bride	and	groom	hold	an	umbrella	 in	

the	picture?	Was	the	sun	that	hot?
M:	 	No.	The	umbrella	was	just	a	prop.	It’s	trendy	to	use	

props	in	your	wedding	pictures	these	days.
W:	 	Oh,	I	see.	You	and	your	friend	on	the	left	look	pretty	

funny	too.	Both	of	you	raised	your	hands	in	the	air.
M:	 	We	yelled	out,	“Hurray!”	at	that	time.
W:	 	That’s	cool.	The	ship	on	the	horizon	adds	a	really	

nice	touch	to	the	picture.
M:	 	Yes.	It	was	like	the	perfect	place	to	take	a	picture.

여:		John,	저것은	누구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남:		신랑이	제	친구	중	한	명이에요.	그것은	그의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찍은	것이에요.

여:		와,	아름다운	사진이군요!	저는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꽃밭에

서	사진을	찍은	것이	마음에	드네요.

남:		그	정원에	있는	꽃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		네,	아름다워	보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소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네요.

남:		그들은	팔로	하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		왜	신랑	신부가	사진	속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태양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남:		아니요.	그	우산은	단지	소품이었어요.	요즘은	결혼식	사진에

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거든요.	

여:		아,	그렇군요.	왼쪽에	있는	당신과	당신	친구도	꽤	재밌어	보

여요.	당신	두	사람	모두	허공에	손을	들었네요.

남:		그때	우리는	“만세!”라고	소리쳤어요.

여:		멋지네요.	수평선	위에	있는	배가	사진에	정말	멋진	느낌을	

더해	주고	있네요.

남:		네.	그곳은	사진	찍기에	완벽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Topic & Situation]	친구	결혼식에서	찍은	기념사진

4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students.	I’m	happy	to	see	you	in	my	lecture	

at	Lawrence	Hospital.	 I’m	Dr.	Anderson.	When	a	

person	close	to	you	is	hospitalized,	you	want	to	visit	

them	in	 the	hospital	 to	comfort	 them.	But	 in	 this	

situation,	 it’s	 important	 to	do	 the	 following.	First	

of	all,	 in	case	 the	person	has	major	surgery,	avoid	

visiting	them	on	the	date	of	the	surgery.	It’s	because	

the	patient	needs	 to	have	a	 sufficient	 amount	of	

time	to	recover	from	the	surgery.	Also,	 if	you	have	

an	infectious	disease,	do	not	visit	 the	patient.	The	

patient’s	 illness	can	get	worse	by	exposure	 to	an		

infectious	disease.	Finally,	refraining	from	bringing	

pets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they	can	carry	

harmful	germs	into	the	hospital.	Keep	these	things	

in	mind	to	make	your	visits	pleasant	to	your	loved	

one.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Lawrence	병원에서의	제	강의에

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Anderson	의사예요.	여

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입원하면	병원에	가서	위로해	주고	싶

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그	사람이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날

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세요.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할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전염

병에	걸렸으면	환자를	방문하지	마세요.	그	환자의	병은	전염

병에	노출되어	악화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애완동물을	데

려오는	것을	삼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해로운	

세균을	병원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방문이	사

랑하는	사람에게		즐겁도록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세요.

[Topic & Situation]	입원	환자	방문	시	지켜야	할	규칙

[Solution]	남자는	수술	당일에	방문하지	말	것,	전염병에	걸렸

을	때에는	방문하지	말	것,	애완동물을	데려오지	않을	것	등을	언

급하면서	입원	환자를	방문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말

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입원	

환자	방문	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Words & Phrases]
hospitalize�입원시키다�� �comfort�위로하다�� �surgery�수술

sufficient�충분한�� � recover�회복하다�� � infectious�전염성의

exposure�노출� � � refrain� from�~을�삼가다� � �germ�세균���

pleasant�즐거운,�유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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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남: 	물론이죠.	그곳에	여러	번	가	봤어요.

여: 	잘됐구나.

남: 	제가	도와드릴	것이	또	있나요?

여: 	아니.	이제	토마토를	담을	바구니를	갖다줄게.

남: 	알겠어요.

[Topic & Situation]	공동	텃밭에서	기른	토마토

[Solution]	샐러드를	만들	토마토를	공동	텃밭에서	따오겠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자신이	가서	토마토를	따오겠다고	말했으므

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마토	따

오기’이다.	

[Words & Phrases]
pickle�피클로�만들다,�소금에�절이다���jar�단지,�항아리,�병���communal�

garden�공동�텃밭���plant�(씨앗�등을)�심다;�농작물

7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Julia,	have	you	started	preparing	for	our	workplace	

sports	day?
W: 	Yes,	I’m	looking	for	a	venue	right	now.
M: 		Have	you	looked	into	the	Lakeside	Sports	Center?	

That’s	where	we	usually	have	it.
W: 		Yeah.	I	went	there	yesterday,	and	I	found	out	that	we	

won’t	be	able	to	hold	the	event	there	this	year.
M: 		Oh,	yeah.	Are	they	still	remodeling?
W: 		They’re	almost	done,	but	because	of	the	remodeling,	

it’s	not	going	to	work	for	us.
M: 		Why	not?	Won’t	it	be	nicer	after	the	remodeling?
W: 		Yeah.	It’ll	be	nice	and	new,	but	because	they’ve	built	

a	new	building,	there’s	much	less	outdoor	space.	It’ll	

be	too	small	for	us.
M: 		I	see.	That’s	too	bad.	That	was	such	a	good	place	for	

our	sports	day.
W: 		I	know.	So	I’m	looking	for	another	good	place.
M: 		I’m	sure	you’ll	find	one	soon.

남: 	Julia,	우리	회사	체육대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 	네,	바로	지금	개최	장소를	찾고	있어요.

남: 		Lakeside	스포츠	센터는	알아봤어요?	그곳이	우리가	보통	

하는	곳이잖아요.

여: 		그래요.	제가	어제	그곳에	갔는데,	올해는	그곳에서	행사를	

열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 	아,	그래요.	아직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여: 		거의	끝마치기는	했지만,	리모델링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용

[Solution]	그림에서는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손	엄지를	치켜

들고	있는데,	대화에서는	허공에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groom�신랑���prop�소품���trendy�유행의���yell�외치다���touch�(일

을�하는�방식에�따른)�느낌,�솜씨

6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i,	Grandma.	What	are	you	doing?
W: 		Oh,	hi,	Ben.	I’m	pickling	some	onions.	I’m	going	to	

fill	all	of	those	jars.
M: 	Nice!	And	those	are	the	onions	you	grew,	right?
W: 		Yeah,	 in	 the	 communal	garden	down	 the	 street.	

Remember	when	you	helped	me	plant	seeds	there	in	

the	spring?
M: 		Yes.	Whenever	I	ride	my	bike	past	 there,	I	 look	at	

the	plants.	They’re	big	now!
W: 		I	know.	And	actually,	 the	tomatoes	are	ready	to	be	

picked.	I’m	going	to	go	pick	some	later	for	salads	

tonight.
M: 		If	you	want,	I	can	go	pick	them	up	for	you.
W: 		That’s	sweet	of	you.	Do	you	remember	where	 the	

tomatoes	are?
M: 	Sure.	I’ve	been	there	many	times.
W: 	Good.
M: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W: 	No.	I’ll	get	you	a	basket	for	the	tomatoes	now.
M: 	Okay.

남: 	안녕하세요,	할머니.	뭘	하고	계세요?

여: 		오,	안녕,	Ben.	양파	피클을	좀	담고	있어.	저	단지들을	모두	

채울	거야.

남: 	좋아요!	그리고	저것들은	할머니가	기른	양파죠,	맞죠?

여: 		그래,	길	따라가면	있는	공동	텃밭에서	기른	거야.	네가	봄에	

거기에서	씨앗	심는	걸	도와줬던	때가	기억나니?

남: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농작물을	봐요.	

지금은	커졌어요!

여: 		그래.	그리고	사실,	토마토는	딸	준비가	됐어.	오늘	밤	샐러드

를	위해	나중에	가서	좀	따올	거야.

남: 		할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할머니를	위해	가서	그것을	따올

게요.

여: 	그것	고맙구나.	토마토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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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거예요.

남: 	왜요?	리모델링하고	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 		그래요.	좋고	새것일	거지만,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야외	

공간이	훨씬	작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작을	거예요.

남: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곳은	우리	체육대회를	위한	정

말	좋은	장소였어요.

여: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좋은	장소를	찾고	있어요.

남: 	틀림없이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Topic & Situation]	회사	체육대회	개최	장소

[Solution]	회사	체육대회	개최	장소를	찾고	있는	여자는	

Lakeside	스포츠	센터를	알아봤느냐는	남자의	질문에	그곳이	

리모델링으로	인해	야외	공간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서	체육대

회를	개최하기에	너무	작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Lakeside	

Sports	Center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이유는	③	‘야외	

공간이	협소해져서’이다.	

[Words & Phrases]
venue�(경기·회의�등의)�개최지���look�into�~을�알아보다,�~을�들여

다보다���outdoor�야외의

8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ello,	David.	Sorry,	I’m	a	bit	late.
M: 		Hi,	Emily.	No	problem.	You’re	just	5	minutes	late.	

So	 how	 would	you	 like	 to	 have	 your	 hair	 done	

today?
W: 		I’d	like	to	get	my	normal	haircut	and	have	it	dyed.	

How	much	will	it	cost?
M: 		It	depends	if	you	want	full	or	partial	coloring.	Full	is	

$50	and	partial	is	$30.
W: 	I	just	want	partial	coloring	this	time.	
M: 			Okay.	And	a	haircut	is	$20,	but	it’s	$10	if	you	get	a	

coloring	too.
W: 		Good.	And	I’d	like	to	get	a	deep	hair	conditioning	

treatment.	How	much	is	that?
M: 		It’s	$50.
W:	That’s	quite	expensive,	but	I’ll	get	that	too.
M: 	Great.	Anything	else?
W: 		No.	Oh,	I	have	this	10%	off	coupon.	Would	I	be	able	

to	use	it?
M: 	Sure.	I’ll	take	that	off	the	total	for	you.
W: 		That	sounds	great.

여: 	안녕하세요,	David.	미안해요,	제가	조금	늦었어요.

남: 		안녕하세요,	Emily.	괜찮아요.	겨우	5분	늦은	거예요.	그래

서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 		평상시대로	머리	커트를	하고	염색을	하고	싶어요.	비용이	얼

마나	들까요?

남: 		전체	염색을	원하는지	부분	염색을	원하는지에	달렸어요.	전

체	염색은	50달러,	부분	염색은	30달러예요.	

여: 	이번에는	그냥	부분	염색을	하고	싶어요.		

남: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커트는	20달러인데,	염색도	하게	되

면	10달러예요.

여: 		좋아요.	그리고	집중적인	두발	영양	관리를	받고	싶어요.	그

것은	얼마예요?

남: 	50달러예요.		

여: 	꽤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도	할게요.

남: 	좋습니다.	다른	것은요?

여:		없어요.	아,	저한테	이	1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걸	쓸	수	

있을까요?

남: 	물론이죠.	총액에서	그것을	빼	줄게요.

여: 	잘됐네요.

[Topic & Situation]	미용실	서비스	이용

[Solution]	여자가	부분	염색을	하는	데	30달러,	머리	커트를	하

는	데	염색과	같이해서	10달러,	집중적인	두발	영양	관리를	받는	

데	50달러이므로	총액이	90달러인데,	10%	할인	쿠폰을	쓸	수	있

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81’이다.

[Words & Phrases]
dye�염색하다���partial�부분적인���condition�(모발이나�피부의)�건강

을�유지하다���treatment�관리,�처치���take�~�off�(표시된�금액�등에

서)�~을�빼다

9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oney,	I	love	our	new	neighborhood.	I’m	so	glad	we	

moved	here.
M: 		Me,	too.	And	guess	what.	One	of	my	coworkers	told	

me	about	a	good	library	nearby.
W: 		Oh,	cool!
M: 		It’s	 called	Fountainbridge	Library.	We	can	walk	

there	from	our	house.	It’s	just	behind	the	fire	station.
W: 		Perfect.
M: 		And	my	coworker	told	me	the	library	has	different	

events	and	classes,	 like	book	fairs,	writing	classes,	

and	computer	classes.
W: 		We	should	go	there	this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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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M: 		That’s	what	I	was	 thinking.	But	we	have	 to	go	on	

Saturday	because	it’s	closed	on	Sundays.
W: 		All	right.	Do	you	know	when	it’s	open	on	Saturdays?
M: 	10	a.m.	to	5	p.m.
W: 	Then	let’s	walk	there	after	lunch.
M: 	Sounds	good.

여: 		여보,	나는	우리	새	동네가	좋아요.	여기로	이사	와서	아주	기

뻐요.

남: 		나도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	동료	중	한	명이	근처에	있

는	좋은	도서관에	대해	말해	줬어요.

여: 	오,	좋아요!

남: 		Fountainbridge	도서관이라고	불려요.	우리	집에서	그곳까

지	걸어갈	수	있어요.	소방서	바로	뒤에	있어요.

여: 	딱	좋아요.

남: 		그리고	내	동료가	말하길,	그	도서관에서는	도서	박람회,	글쓰

기	수업,	컴퓨터	수업과	같은	다양한	행사와	수업을	한대요.

여: 	우리는	이번	주말에	그곳에	가야겠어요.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요일은	문을	닫으

니까	토요일에	가야	해요.

여: 	좋아요.	토요일에	언제	문을	여는지	알아요?

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여: 	그럼	점심	후에	거기로	걸어가요.

남: 	좋아요.

[Topic & Situation]	Fountainbridge	도서관

[Solution]	Fountainbridge	도서관에	관해	위치,	운영	프로그

램,	휴관일,	운영	시간은	언급되었으나,	②	‘건립	연도’는	언급되

지	않았다.

[Words & Phrases]
neighborhood�동네,�이웃���fair�박람회

10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What	are	you	looking	at,	Grace?
W: 		It’s	 a	 flyer	 for	 the	 Brooks	Autumn	 Fair	 next	

weekend.
M: 		Let’s	see.	There	are	usually	some	fun	events	there.	

We	should	check	one	out.
W: 	Okay,	let’s	do	it.	Oh,	the	food	fair	sounds	great.
M: 	But	it’s	always	so	crowded.	I’d	rather	not	go	there.
W: 	Good	point.	How	about	this	one,	then?
M: 		I’m	not	free	on	Sunday.	I’ll	be	at	my	grandma’s	80th	

birthday	party.
W: 		I	 see.	Then	among	 these	 three	events,	which	one	

would	you	prefer?
M: 	This	one	sounds	the	most	fun,	but	it	ends	so	late.
W: 	Yeah.	I	don’t	want	to	be	out	until	11	p.m.
M: 	Then	how	about	this	one?
W: 		Sounds	good	to	me.	Actually,	Brooks	Park	is	really	

close	to	my	house	so	I	can	easily	walk	there.
M: 	Great.	Then	let’s	check	this	one	out.

남: 	뭘	보고	있니,	Grace?

여: 	다음	주말에	열리는	Brooks	가을	박람회	전단이야.

남: 		어디	봐.	거기엔	보통	재미있는	행사들이	있어.	같이	하나	가	

보자.

여: 	좋아,	그렇게	하자.	오,	음식	박람회	좋아	보여.

남: 	하지만	그곳은	항상	너무	혼잡해.	거기에	안	가는	게	낫겠어.

여: 	좋은	지적이야.	그럼	이건	어때?

남: 		나는	일요일에	시간이	없어.	할머니	80세	생일	파티에	갈	

거야.

여: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행사	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니?

남: 	이게	제일	재미있을	것	같지만,	너무	늦게	끝나.

여: 	그래.	오후	11시까지	밖에	있고	싶지	않아.

남: 	그럼	이건	어때?

여: 		좋은	것	같아.	사실,	Brooks	공원은	우리	집에서	정말	가까

워서	거기로	쉽게	걸어갈	수	있어.

남: 	좋아.	그러면	여기에	가	보자.

[Topic & Situation]	Brooks	가을	박람회

[Solution]	두	사람은	음식	박람회는	너무	혼잡해서	가지	않기

로	했고,	남자가	할머니	80세	생일	파티에	가야	해서	일요일에	열

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오후	11시에	끝나는	것은	안	되고,	

Brooks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기로	결정했으므로,	두	사람

이	참여할	행사는	②이다.

[Words & Phrases]
flyer�전단���check�~�out�~이�어떤지�가�보다���crowded�혼잡한

1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oney,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M: 		I’m	searching	for	a	meal	delivery	service	 like	we	

talked	about	before.
W: 	Oh,	good.	I’m	excited	about	trying	one	out.
M: 		Me,	too.	It	could	save	us	time	and	we’ll	b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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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ry	a	variety	of	dishes.

W: 		For	sure.	We’re	not	 the	greatest	cooks,	so	 it’ll	be	

nice	to	have	some	easy	recipes	to	follow.

M: 		That’s	true.	Oh,	check	this	one	out.	Tentila	Box....	It	

looks	good.

W: 	Oh,	yeah.	It	looks	like	they	offer	different	cuisines.

M: 		Yeah.	And	it	says	they	go	to	different	local	areas	in	

the	world	to	get	authentic,	regional	recipes.

W: 	Cool.	And	look,	they	only	use	organic	ingredients.

M: 		This	would	be	perfect	for	us.	Do	you	think	I	should	

sign	up	for	it?

W: 		Yeah.	I’m	a	little	concerned	about	the	price,	though.

M: 		I	 see	your	point.	But	 I	 think	 it’s	worth	 it	 to	have	

good	food.

여: 	여보,	컴퓨터로	뭐	하고	있어요?

남: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찾고	있

어요.

여: 	오,	좋아요.	하나	시도해	보게	되어	신이	나네요.

남: 		나도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 		물론이죠.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가	아니니까,	쉬운	요리법을	

좀	따라	해	볼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남: 	맞아요.	오,	이것	좀	봐요.	Tentila	Box….	좋아	보이네요.

여: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요리를	제공하는	것	같네요.

남: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정통	현지	요리법을	구하기	위해	세계

의	여러	지역으로	간다고	하네요.

여: 	좋아요.	그리고	봐요,	그들은	유기농	재료만	사용해요.

남: 		이것은	우리에게	딱	좋을	거예요.	당신은	내가	신청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여: 	그래요.	하지만	가격이	약간	걱정돼요.

남: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Topic & Situation]	가정식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하기

[Solution]	두	사람은	식사	배달	서비스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하

면서	온라인에서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고	정통	현지	요리법을	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업체를	찾았으나,	신청할지	묻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슨	말인지	알

아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해요.’이다.	

②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저렴한	재료를	살	수	있

을	거예요.

③	당신이	옳아요.	그	점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딱	맞지	않을	거

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유예요.

④	알겠어요.	우리가	외식을	할	필요가	없도록	오늘밤은	내가	우

리를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할게요.	

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그들의	모든	요리법이	정통은	아니

라고	들었어요.	

[Words & Phrases]
meal�식사���delivery�배달���save�(시간·노력�등을)�절약해�주다,�덜어�

주다���cuisine�요리,�요리법���authentic�정통의,�진짜의���regional�

지역의���organic�유기농의���ingredient�재료

1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Sally	runs	a	flower	shop	downtown	and	her	friend	

John	owns	a	bakery	several	blocks	away.	These	days	

Sally	is	worried	abou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er	customers.	So	she’s	trying	to	find	ways	to	attract	

customers.	Today	she	comes	up	with	 the	 idea	of	

selling	tea	at	her	flower	shop.	People	who	come	for	

tea	could	buy	flowers.	Sally	tells	John	about	that	and	

he	says	it’s	a	good	idea.	John	suggests	that	she	also		

sell	cookies	with	the	tea.	Sally	likes	his	tip	a	lot	and	

wants	to	ask	if	she	can	buy	them	from	hi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ally	most	likely	say	to	John?
Sally:	Can	I	get	the	cookies	from	your	bakery?

여:		Sally는	시내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그녀의	친구	John은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제과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Sally
는	고객	수가	줄어들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

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

늘	그녀는	자신의	꽃집에서	차를	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

니다.	차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꽃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

다.	Sally는	John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John은	그녀가	차와	함께	쿠키도	팔라

고	제안합니다.	Sally는	그의	조언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

에게서	그것들을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

에서	Sally는	Joh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Sally:	네	제과점에서	쿠키를	살	수	있니?

[Topic & Situation]	꽃집	고객	유치하기	

[Solution]	꽃집을	운영하는	Sally는	고객	수가	줄어들어서	꽃과	

함께	차를	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것을	들은	제과점	주

인인	친구	John은	차와	함께	쿠키도	팔	것을	제안하여,	Sally는	

John에게서	쿠키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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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ally가	Joh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	제과점에

서	쿠키를	살	수	있니?’이다.			

①	차와	함께	쿠키를	먹고	싶니?		

③	네	고객들이	너에게서	많은	쿠키를	사니?

④	내	꽃집에	더	많은	고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⑤	오는	길에	쿠키와	꽃을	좀	사서	올	수	있겠니?	

[Words & Phrases]
run�운영하다���own�소유하다���decrease�감소���attract�끌어들이다�

come�up�with�~을�생각해�내다,�~을�떠올리다

22 여행, 방송, 정보교류 � 본문�150~159쪽

기출 예제 �③

Exercises �1�①� 2�③� 3�②� 4�⑤� 5�②� 6�②
� 7�⑤� 8�④� 9�③� 10�②� 11�①� 12�⑤

기출 예제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Mandy,	 are	 you	 ready	 for	 our	 fishing	 trip	 this	

weekend?

W:	 	Yes,	honey.	I’m	so	excited.	It’s	going	to	be	my	first	

ocean	 fishing	experience.	 I’ve	already	confirmed	

about	the	trip	on	my	blog.

M:	 	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time.	Let’s	take	a	

lot	of	pictures.

W:	 	That’ll	be	great.	Oh,	I	bought	waterproof	jackets	for	

us.

M:	Thanks.	We’ll	need	them	to	keep	ourselves	dry.

W:	Right.	Is	there	anything	else	we	need	to	prepare?

M:	 	Hmm....	We	might	need	to	bring	some	food	for	the	

trip.

W:	 	Okay,	I’ll	make	some	sandwiches.	Do	we	also	need	

to	bring	our	own	fishing	rods?

M:	 	No,	we	don’t.	The	fishing	tour	company	will	provide	

them	for	us.

W:	Great.	Can	you	call	to	confirm	our	reservation?

M:	 I	already	did	that	an	hour	ago.

W:	Thank	you,	sweetheart.

남:		Mandy,	당신은	이번	주말	우리의	낚시	여행	준비가	되었

나요?

여:		네,	여보.	정말	신이	나요.	내	첫	번째	바다낚시	체험이	될	거

예요.	나는	이미	내	블로그에	그	여행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남: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낼	거예요.	우리	사진을	많이	찍도록	

해요.

여:	그거	멋질	거예요.	오,	나는	우리를	위해	방수	재킷을	샀어요.

남:	고마워요.	우리는	젖지	않기	위해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여:	맞아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또	있나요?

남:		음….	우리는	그	여행을	위해	음식을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		좋아요,	내가	샌드위치를	좀	만들게요.	우리는	또한	우리	낚

싯대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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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말?	그러면	네	콘서트	전에	내가	네	기타의	음을	맞춰	줄	수	

있어.

[Words & Phrases]
entire�전체의���lyrics�(노래의)�가사���tune�(악기의)�음을�맞추다,�조율

하다

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Good	morning,	students!	Last	class,	we	covered	how	

to	gather	 information.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convey	information	effectively.	If	you	

have	a	lot	of	information	to	communicate,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convey	it?	The	answer	

is	by	using	data	graphics.	Here	are	lots	of	numbers,	

which	are	just	listed.	But	now	I’ll	convert	the	listed	

data	into	a	chart	and	a	graphic.	[Pause]	Look.	What	

do	you	 think?	The	data	 is	now	much	easier	 and	

clearer	 to	understand.	You	can	 spot	patterns	and	

connections	in	the	data.	Making	information	visual	

can	help	convey	data,	 especially	 large	amounts.	

Now,	 let’s	 take	a	 look	at	other	ways	data	can	be	

visualized.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보를	모으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

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달할	많은	정

보가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	답은	데이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나열된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나

열된	데이터를	차트와	그래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잠시	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데이터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

고	더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안에	패턴과	관련성을	찾

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시각적으로	만드는	것은	데이터를	전

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일	때	

그렇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

도록	하죠.

[Topic & Situation]	데이터	시각화

[Solution]	남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해	이

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열된	데이터를	차트와	그래픽으로	바

꾸면	이해하기	훨씬	더	쉽고	더	명확하고,	데이터	안에	패턴이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데이터	시각화의	장점’이다.

남: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낚시	여행	회사가	우리에게	그것

을	제공할	거예요.

여:	잘됐네요.	전화해서	우리의	예약을	확인해	줄래요?

남:	이미	한	시간	전에	확인했어요.

여:	고마워요,	여보.

[Topic & Situation]	주말	낚시	여행

[Solution]	부부가	주말	낚시	여행에	관하여	나누는	대화이다.	두	

사람이	낚시	여행에서	할	일과	준비할	사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가	여행을	위해	음식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

했고	여자가	샌드위치를	좀	만들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샌드위치	만들기’이다.

[Words & Phrases]
waterproof�방수의���fishing�rod�낚싯대���confirm�확인하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Ruth!	How	was	my	concert	performance?	I	was	so	

nervous.
W:	 	Your	singing	and	playing	the	guitar...	everything	was	

amazing!	The	entire	audience	loved	it.
M:	 	Thanks.	But	I	actually	got	some	of	the	lyrics	wrong	

in	the	middle	of	the	song.
W:	 	Don’t	worry.	I	don’t	think	anybody	noticed.

남:		Ruth!	내	콘서트	공연	어땠어?	나	너무	긴장됐어.

여:		너의	노래와	기타	연주…	모두	멋졌어!	관객	모두가	좋아

했어.

남:		고마워.	하지만	사실	노래	중간에	가사를	좀	틀렸어.

여:		걱정하지	마.	내	생각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

[Topic & Situation]	음악	공연

[Solution]	남자의	공연에	대해	모두	멋졌고	관객	모두가	좋았다

고	대답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사실	노래	중간에	가사를	좀	틀렸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걱정하지	마.	내	생각에는	아무도	알아채

지	못했어.’이다.

②	문제없어.	내가	널	위해	가사를	써	주고	싶어.

③	네	말이	맞아.	내가	너의	콘서트를	봤어야	했어.

④	괜찮아.	콘서트가	한	시간	가량	연기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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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감사해요.

여:		여기	있어요.	어떠세요?

남:		멋지네요!	글씨체와	배경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로고가	정말	

눈에	띄는	것이,	제가	바라던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500부를	주문할게요.

여: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괜찮으세요?

남:		물론이죠.	아,	생각해보니	600부로	해	주세요.	이웃	전체에		

제	식당의	개점을	아주	많이	홍보할	계획이에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찾아	가실	준비가	되면	전화할게요.

남:		좋아요,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식당	전단	인쇄

[Solution]	대학생들이	논문을	인쇄하는	시기라서	평소보다	두	

배나	더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의	식당	

전단을	확인하기	위해	들렀다고	말하고,	여자가	초안을	컴퓨터로	

확인시켜	주자	전단의	디자인이	자신이	정확하게	원하던	것이라

고	하면서	인쇄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인쇄업자	-	고객’이다.

[Words & Phrases]
paper�논문,�과제물���stop�by�잠시�들르다���draft�(아직�완성본이�아

닌)�원고,�초고���stick�out�눈에�띄다,�잘�보이다���come�to�think�of�

it�생각해�보니,�그러고�보니(갑자기�어떤�기억이�나거나�무엇의�중요성을�

깨달았을�때�하는�말)

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Jason,	I’ve	made	this	 infographic	to	include	in	my	

sociology	report.	What	do	you	think?
M:	 	I	think	it	effectively	displays	your	findings.	So	your	

report	is	about	travel?
W:	 	Yeah,	specifically	travel	preferences.	I	surveyed	100	

students	about	theirs.
M:	 	That’s	 reflected	 in	 the	 title,	“What	 Is	Your	Travel	

Style?”	on	the	top.
W:	 	Yeah.	Do	you	think	the	picture	of	 the	backpack	to	

the	right	of	the	title	looks	okay?	I	drew	it	myself.
M:	 	It’s	great.	The	pie	chart	below	it	really	stands	out,	

which	is	good.
W:	 	Thanks.	 To	 the	 left	 of	 the	 pie	 chart,	 can	 you	

understand	 this	 image?	There	are	 the	beach	and	

buildings	under	the	mountains.
M:	 	Does	that	mean	people	prefer	 traveling	where	they	

[Words & Phrases]
cover�다루다���convey�전달하다,�전하다���convert�전환하다���spot�

찾다,�발견하다���connection�관련성,�연관성���visual�시각의,�시력의,�

시각에�의한

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i,	Mr.	Manning.	How	are	you	doing?
M:	 	Hi,	Ms.	Frazier.	 I’m	doing	well.	You	 look	 really	

busy	today.
W:	 	Yeah,	at	this	time	of	year	university	students	are	all	

printing	papers.	We	have	 twice	as	much	work	as	

usual.
M:	 	I’m	glad	business	is	doing	well.	I	just	stopped	by	to	

check	on	my	restaurant	flyers.
W:	 	Good.	We	just	finished	the	first	draft	 this	morning.	

I	was	going	to	email	it	to	you	later	today.	I’ll	pull	it	

up	on	the	computer.
M:	 	Thanks.
W:	 	Here	it	is.	What	do	you	think?
M:	 	It’s	great!	I	really	like	the	font	and	background.	And	

the	 logo	really	sticks	out,	which	I	was	hoping	for.	

It’s	exactly	what	I	want.	I’ll	take	500	copies.
W:	 	All	 right.	 I	 can	get	 those	done	by	 the	end	of	 the	

week.	Is	that	all	right?
M:	 	Sure.	Oh,	come	to	 think	of	 it,	make	 that	600.	 I’m	

planning	on	heavily	promoting	the	opening	of	my	

restaurant	throughout	the	neighborhood.
W:	 	Good	 idea.	 I’ll	 call	 you	when	 they’re	 ready	 for	

pickup.
M:	 	Great,	thanks.

여:		안녕하세요,	Manning	씨.	어떻게	지내세요?

남:		안녕하세요,	Frazier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	오늘	정

말	바빠	보여요.

여:		네,	매년	이맘때에	대학생들이	모두	논문을	인쇄해요.	평소보

다	두	배나	더	일이	많아요.

남:		사업이	잘	된다니	좋네요.	전	저희	식당	전단을	확인하려고	

그냥	들렀어요.

여:		잘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초안을	막	끝냈어요.	오늘	

이따가	그것을	메일로	보내	드리려고	했어요.	컴퓨터에	그것

을	띄워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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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go	hiking	over	just	hanging	out	on	a	beach	or	in	

a	big	city?

W:	 	Exactly!

M:	 	It	displays	your	information	well.

W:	 	And	 the	bar	graph	 to	 the	 left	 side	of	 that	picture	

shows	the	types	of	transportation	people	prefer.

M:	 	That	looks	good	too.	The	lengths	of	the	bars	clearly	

explain	the	preferences.

W:	 	Now,	I	just	have	to	print	out	my	report.

여:		Jason,	내	사회학	보고서에	넣을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	

어때?

남:		너의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네	보고서는	여행에	관한	것이구나?

여:		응,	특히	여행	선호도야.	학생들의	여행	선호도에	관하여	100
명의	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했어.

남:		위에	있는	제목인	“What	Is	Your	Travel	Style?”에	그것

이	나타나	있네.

여:		응.	제목	오른쪽에	있는	배낭	그림은	괜찮은	거	같아?	그거	

내가	직접	그렸어.

남:		멋져.	그	아래	있는	원그래프는	정말	눈에	띄는	것이	좋아.

여:		고마워.	원그래프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어?	

산	아래	해변과	건물이	있어.	

남:		그건	사람들이	그저	해변이나	대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기보다	하이킹하는	장소로의	여행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

하니?

여:		맞았어!

남:		그것이	너의	정보를	잘	나타내고	있어.

여:		그리고	그	그림	왼쪽에	있는	막대그래프는	사람들이	선호하

는	교통수단의	유형을	보여	줘.

남:		그것도	좋아	보여.	막대의	길이가	명확하게	선호도를	설명해	

주네.

여:		지금	그냥	내	보고서를	출력해야겠다.

[Topic & Situation]	여행	선호도	인포그래픽

[Solution]	산	아래	해변과	건물이	있는	그림의	왼쪽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의	유형을	보여	주는	막대그래프가	있다고	했

으나	그림에는	교통수단의	유형을	보여	주는	픽토그램이	있으므

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 Phrases]
display�~을�보여�주다,�전시하다���finding�(조사·연구�등의)�결과

preference�선호도���survey�(설문)�조사하다���reflect�나타내다,�반

영하다���stand�out�눈에�띄다,�두드러지다���hang�out�(~에서)�많은�

시간을�보내다

5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Mr.	Russell,	here	are	the	pictures	that	I	 took	at	 the	

school	sports	day	last	week.

M:	 	Wow!	They’re	great!	Did	you	use	a	drone	 to	 take	

these?

W:	 	Yes.

M:	 	Amazing!	The	students	and	parents	will	really	love	

these	pictures!

W:	 	I	hope	so.

M:	 	I’ll	 upload	a	 few	of	 these	pictures	 to	 the	 school	

website.

W:	 	Okay.	Did	you	get	 the	signed	consent	 forms	back	

from	students’	parents	to	allow	the	students	to	have	

their	pictures	on	the	website?

M:	 	Yeah.	 I	got	 them	before	 the	school	sports	day.	 In	

some	of	 the	pictures,	 the	students’	 full	names	on	

their	uniforms	are	visible.

W:	 	Oh,	 then	we	should	black	out	 their	names	 in	 the	

pictures.

M:	 	All	right.	Could	you	do	that?

W:	 	Sure,	no	problem.	And	who	will	post	the	pictures	on	

the	bulletin	board?

M:	 	The	homeroom	teachers	will	do	that.

W:	 	Perfect.

여:		Russell	선생님,	여기	지난주	학교	체육	대회	때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남:		와!	멋지네요!	이걸	찍으려고	드론을	사용했죠?

여:		네.

남:		굉장해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정말	이	사진들을	좋아할	거

예요!

여:		저도	그러길	바라요.

남:		이	사진	중에	몇	장을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야겠어요.

여:		네.	웹사이트에	학생들의	사진이	게시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	서명을	학생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셨죠?

남:		네.	학교	체육	대회	전에	그것을	받았어요.	일부	사진에는	학

생들의	유니폼에	그들의	전체	이름이	보여요.

여:		아,	그러면	사진에서	그들의	이름을	검게	지워야겠어요.

남:		알겠어요.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여:		그럼요,	문제없어요.	그리고	누가	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하

실	거예요?

남:		담임	선생님들이	그것을	해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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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편

여:		완벽하네요.

[Topic & Situation]	학교	웹사이트	사진	게시

[Solution]	여자가	지난주	학교	체육	대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학

교	웹사이트에	올릴	것을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일부	사진

에서	학생들의	유니폼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검게	지워야겠다

고	말하자	남자는	여자에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으므

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진에	있

는	학생들의	이름	가리기’이다.

①	게시판에	사진	게시하기

③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동의서	서명받기

④	학교	웹사이트에	사진	올리기

⑤	드론으로	학생들이	경기하는	것을	사진	찍기

[Words & Phrases]
consent� form�동의서,�승낙서��visible�보이는,�알아볼�수�있는�

black�out�~을�검게�지우다,�보이지�않게�만들다���bulletin�board�

게시판

6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oney,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W:	 	I’m	checking	our	driving	route	to	Crema	tomorrow.
M:	 	Can’t	we	just	take	Highway	2	East?
W:	 	Yeah,	 that’s	 the	 fastest	way.	But	 tomorrow	 I’m	

thinking	we	should	take	Route	A38	instead.
M:	 	Oh,	 is	 that	because	Highway	2	East	 is	still	under	

construction?
W:	 	No.	The	construction	ended	last	month.
M:	 	Then	why	Route	A38?	It	would	 take	a	 lot	 longer.	

The	speed	limit	is	so	much	lower.
W:	 	I	know,	but	Route	A38	is	supposedly	really	beautiful	

and	scenic.	Since	we’re	not	in	a	rush,	I	thought	it’d	

be	nice	to	take	it.
M:	 	Oh,	really?	I’m	in	then.
W:	 	And	even	though	there	are	some	tolls	we’ll	have	to	

pay,	I	think	it’s	worth	it.
M:	 	I	agre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남:		여보,	컴퓨터로	뭐	하고	있어요?

여:		내일	Crema로	가는	운전	경로를	확인하고	있어요.

남:		그냥	Highway	2	East로	갈	수	없나요?

여:		네,	그게	가장	빠른	길인데요.	하지만	내일은	대신에	A38	도

로로	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남:		아,	Highway	2	East가	여전히	공사	중이라서	그런가요?

여:		아니요.	그	공사는	지난달에	끝났어요.

남:		그러면	왜	A38	도로예요?	훨씬	더	오래	걸릴	텐데요.	속도	

제한이	훨씬	더	낮아요.

여:		알아요,	하지만	A38	도로가	아마도	정말	아름답고	경치가	좋

은	곳일	거예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제	생각에는	

그	길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남:		아,	정말이요?	그러면	나도	좋아요.

여: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행료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		동의해요!	그곳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Topic & Situation]	도로를	우회하는	이유

[Solution]	여자가	A38	도로가	정말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곳이

라고	하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그	길로	가면	좋을	거	같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A38	도로로	가려는	이유는	②	‘경치가	아름다

워서’이다.

[Words & Phrases]
route�경로,�길��take�a�route�경로를�따라가다[택하다]�supposedly�

아마��scenic�경치가�좋은���I’m�in�(어떤�일에�동참을�표현할�때)�나도�

낄게요,�나도�함께해요���toll�통행료

7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Hello.	Welcome	 to	Safeway	Travels.	How	may	 I	

help	you?
M:	 	Hello.	I’d	like	to	book	a	flight	to	Hong	Kong	for	this	

Friday.
W:	 	That’s	 really	soon.	Let	me	check	 if	 there	are	any	

available.
M:	 	Okay,	thanks.
W:	 	[Typing sound]	 Good	 news.	There	 are	 tickets	

available.	Let’s	see...	there’s	one	that	leaves	at	3	p.m.	

It’s	$500.
M:	 	Are	there	any	tickets	that	leave	earlier?
W:	 	There’s	one	at	10	a.m.,	but	it’s	$650.
M:	 	That’s	pretty	 expensive,	 but	 I’ll	 take	 it.	 Is	meal	

service	included?
W:	 	No,	it’s	Bluemoon	Air,	a	small	airline.	If	you’d	like	

a	meal,	you	can	pre-order	it.	A	chicken	salad	is	$20	

and	a	sandwich	set	is	$25.
M:	 	I’ll	order	a	sandwich	set.
W:	 	All	right.	Do	you	need	any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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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hought	you’d	be	interested.

M: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definitely	

interested.	Could	you	tell	me	what	kind	of	role	it	is?

W:	 	It’s	for	a	19-year-old	boy	who’s	a	dreamer,	and	who	

moves	to	a	new	city	with	his	family.

M:	 	Sounds	interesting.	When	is	the	audition?

W:	 	It’s	next	Saturday,	but	you	have	to	sign	up	for	it	by	

this	Friday.

M:	 	Do	you	know	where	I	can	do	that?

W:	 	Online.	 I’ll	 text	you	 the	website	 address.	You’ll	

be	able	 to	 fin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website.

M:	 	Thank	you	so	much,	Ms.	Anderson.	I’ll	do	my	best	

to	get	the	role.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Anderson	선생님.

여:		안녕,	Shawn.	졸업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		아주	잘	지내진	못합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는데	배역을	하

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		그렇구나.	실은	내	친구가	A Christmas Dream이라는	텔레

비전	드라마를	연출해서	전화했단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	

역할을	위해	오디션을	하거든.	네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

했단다.

남:		알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당연히	관심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역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		몽상가이고	자신의	가족과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는	19세	

소년이야.

남: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이	언제인가요?

여:		다음	주	토요일인데,	네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만	한

단다.

남:		어디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여:		온라인으로	해야	한단다.	내가	웹사이트	주소를	너에게	문자로	

보낼게.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남:		정말	감사드립니다,	Anderson	선생님.	그	배역을	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텔레비전	드라마	오디션	참가	권유

[Solution]	여자가	추천해	주는	텔레비전	드라마	오디션과	관련

하여	작품	제목,	모집	배역,	실시	요일,	지원	방법이	언급되었으므

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④	‘심사	기준’이다.

[Words & Phrases]
graduation�졸업���role�배역���direct�연출하다���lead�role�주인공�

역할���dreamer�몽상가���sign�up�for�~을�신청[가입]하다

M:	 	No,	that’s	it.	And	I’ll	pay	by	credit	card.	Here	it	is.
W:	 	Okay.	Wait	a	moment,	please.

여:		안녕하세요.	Safeway	Travel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홍콩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여: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

겠습니다.

남:		네,	고맙습니다.

여:		[타자	치는	소리]	좋은	소식이에요.	남은	표가	있네요.	볼게

요…	오후	3시에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달러입니다.

남:		더	일찍	출발하는	표가	있을까요?

여:		오전	10시에	있는데	그것은	650달러입니다.	

남:		꽤	비싸긴	하지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사	서비스는	포함

되어	있나요?

여: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항공사인	Bluemoon	Air입니다.	식

사를	하고	싶으시면	미리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	샐러드

는	20달러이고	샌드위치	세트는	25달러입니다.

남:		샌드위치	세트로	주문할게요.

여:		알겠습니다.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남: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로	결제하겠

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Topic & Situation]	홍콩	편	비행기	표	구입과	기내식	주문

[Solution]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홍콩으로	출발하는	표

(650달러)를	선택한	뒤	25달러인	샌드위치	세트를	미리	주문하

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⑤	‘$675’

이다.

[Words & Phrases]
book�예약하다���meal�service�식사�서비스���airline�항공사���pre-

order�미리�주문하다

8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Cell phone rings.]

M:	 	Hello,	Ms.	Anderson.
W:	 	Hi,	Shawn.	How	have	you	been	since	graduation?
M:	 	Not	so	great.	I	had	a	few	auditions,	but	never	got	a	

role.
W:	 	I	 see.	Actually,	 I’m	calling	because	my	 friend	 is	

directing	a	 television	drama	called	A Christmas 

Dream.	And	they’re	auditioning	for	the	lead	ro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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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ey,	Claudia.	Yeah,	actually	 I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presentation	I	gave	this	morning.

W:	 	What	presentation?

M:	 	It	was	 for	my	 sociology	class.	 It	was	 about	 the	

influence	of	mass	media	on	society.

W:	 	Did	you	make	a	mistake	or	something?

M:	 	Well,	 the	 main	 part	 of	 the	 presentation	 went	

smoothly,	but	something	happened	during	the	Q&A	

session.

W:	 	Were	you	asked	a	question	you	couldn’t	answer?

M:	 	No.	But	some	people	pointed	out	 that	one	of	 the	

survey	results	in	my	presentation	wasn’t	reliable.

W:	 	Why?

M:	 	They	 said	 the	 question	 I	 asked	 was	 biased,	

prompting	 the	respondents	 to	answer	 in	a	specific	

way.	I	hadn’t	realized	that,	but	they	were	right.

W:	 	I	see.	Don’t	worry	too	much.	Just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to	avoid	making	the	same	mistake.

M:	 	Okay.	 I’ll	be	sure	 to	create	questions	 that	are	not	

partial.

여:		안녕,	Daniel.	무슨	일	있니?

남:		안녕,	Claudia.	응,	실은	내가	오늘	오전에	했던	발표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여:		무슨	발표였는데?

남:		그것은	내	사회학	수업을	위한	것이었어.	대중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어.

여:		실수를	하거나	그랬니?

남:		음,	그	발표의	중요	부분은	잘	진행됐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

여:		네가	답을	할	수가	없었던	질문을	받았니?

남: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	발표의	설문	결과들	중	하

나가	신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어.

여:		왜?

남:		내가	했던	질문이	편향되어	있어서	응답자들이	특정한	방식

으로	답하도록	유도한다고	그들이	말하더라고.	깨닫지	못했

었는데,	그들이	옳았어.

여:		그렇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중에	더	조심하기만	하면	돼.

남:		알겠어.	나는	반드시	편파적이지	않은	질문들을	만들	거야.

[Topic & Situation]	발표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의	문제점

[Solution]	남자가	사회학	수업	발표에서	발표에	포함된	설문조

사	질문이	응답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답하도록	유도해	신뢰할	

9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Are	you	looking	for	a	historical	walking	tour	while	

visiting	Oslo?	Then	 the	Free	Walking	Tour	Oslo	

is	for	you.	Focusing	on	the	history	of	Norway	and	

Oslo,	 the	 tour	 takes	you	on	foot	around	 the	heart	

of	 Oslo.	And	 it’s	 completely	 non-commercial,	

so	afterwards	you	can	pay	whatever	you	 think	 it	

was	worth.	The	2	km	 tour	 starts	at	 the	House	of	

Parliament	and	finishes	at	City	Hall,	and	lasts	about	

2	hours.	Food	is	not	included	in	the	tour,	and	there	

are	no	 shopping	or	 eating	 stops.	 In	 case	of	 bad	

weather,	your	 tour	 time	may	be	changed.	Booking	

is	mandatory,	 so	visit	www.walkingtouroslo.com	

and	select	a	time	to	book	the	tour.	Come	and	explore	

Oslo!

남:		Oslo를	방문하는	동안	역사적인	워킹	투어를	찾고	있으신가

요?	그렇다면	Free	Walking	Tour	Oslo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Norway와	Oslo의	역사에	초점을	두면서	이	투

어는	Oslo의	중심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보로	안

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비영리이므로,	투어가	끝난	

후	얼마가	되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비용을	내셔도	

됩니다.	2킬로미터짜리	투어는	국회	의사당에서	출발해서	시

청에서	끝이	나며,	약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음식은	투어

에	포함되지	않으며,	쇼핑이나	음식을	먹기	위한	휴식은	없

습니다.	날씨가	나쁜	경우에	여러분의	투어	시간은	변동될	수

도	있습니다.	예약은	의무이므로	www.walkingtouroslo.

com을	방문해서	투어	예약을	위해	시간을	선택하세요.	오셔

서	Oslo를	탐험하세요!

[Topic & Situation]	Oslo	워킹	투어	안내

[Solution]	Free	Walking	Tour	Oslo에서	쇼핑이나	음식을	먹

기	위한	휴식은	없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음식을	먹기	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이다.

[Words & Phrases]
non-commercial�비영리적인�� �afterwards�나중에,�그�뒤에���

House�of�Parliament�국회�의사당���last�계속되다���in�case�of�

~의�경우���mandatory�의무적인

10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i,	Daniel.	Is	something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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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Central	Mall에서	진행되는	2020	

웨어러블	기기	박람회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건강	관리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가장	최신	웨어러

블	기기들을	그곳에	전시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착용하

는	사람에게	그들이	걸은	걸음	수와	심장	박동	수와	같은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을	도와주는	터치스크린	스마트워

치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수면	추적	앱

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발전된	앱

에	관한	발표도	있을	것입니다.	웨어러블	스트레스	관리	기

기도	전시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용자들의	스트레스	수준

을	점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언과	정보를	주는	새

로운	형태의	기기들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명상을	위한	디

지털	머리띠와	같은	기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사용자의	불안	수준을	측정해서	그들이	그	행동을	멈추고	불

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명상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

다.	만약	여러분이	최신	건강	관리	기술에	관심이	있으면	이	

박람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

wearableexpochicago.com을	방문해	주세요.

[Topic & Situation]	2020	웨어러블	기기	박람회	개최

[Solution]	

11	여자는	건강	관리와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가	전시될	박람회	

개최를	알리면서	참석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웨어러블	기기	박람회	개최를	홍

보하려고’이다.

12	박람회에	전시될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으로	운동	돕기,	수면	

추적,	스트레스	관리,	명상	유도가	언급되었으므로,	언급되지	않

은	기능은	⑤	‘체중	관리’이다.

[Words & Phrases]
display�전시하다���heart� rate�심장�박동�수��� track�추적하다���

meditation�명상���measure�측정하다���relieve�줄이다,�완화하다

수가	없다고	지적받았다고	하자	여자가	위로하면서	똑같은	실수

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알겠어.	나는	반드시	편파적이지	않은	질

문들을	만들	거야.’이다.

①	아니야.	대중매체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야만	해.

③	맞아.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너는	신중해야만	해.

④	물론이야.	설문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

이야.

⑤	고마워.	나는	네	덕분에	크게	실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어.

[Words & Phrases]
sociology�사회학���mass�media�대중매체���point�out�~을�지적

하다���survey�result�설문�결과���reliable�신뢰할�수�있는���biased�

편향된,�선입견이�있는���prompt�유도하다���respondent�응답자���

partial�편파적인

11~12 정답 11 ①  12 ⑤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Welcome	 to	Technology Today.	

To	begin	today’s	show,	I’d	like	to	tell	you	about	the	

2020	Wearable	Device	Expo	happening	at	Central	

Mall	 this	 Friday	 through	 Sunday.	 Healthcare	

technology	 companies	 will	 be	 displaying	 their	

most	 recent	wearable	devices	 there.	One	of	 them	

is	 a	 touchscreen	 smartwatch	 that	helps	 exercise	

by	 giving	 the	 wearers	 information	 such	 as	 the	

number	of	 steps	 they	walk	 and	 their	 heart	 rate.	

There	will	also	be	presentations	on	new,	advanced	

apps	 that	provide	health-related	 information	such	

as	sleep	tracking	apps	that	can	be	downloaded	onto	

a	 smartwatch.	Wearable	stress-managing	devices	

will	 also	 be	 displayed.	These	 are	 new	 types	 of	

devices	 that	check	the	users’	stress	 levels	and	give	

them	stress-reducing	 tips	and	 information.	Lastly,	

you	can	also	see	devices	such	as	digital	headbands	

for	meditation.	These	devices	measure	 the	users’	

anxiety	levels,	and	prompt	them	to	stop	the	activity	

and	do	 some	 type	of	meditation	 to	 relieve	 their	

anxiety.	If	you’re	interested	in	the	newest	healthcare	

technology,	don’t	miss	out	on	this	expo.	Visit	www.

wearableexpochicago.com	for	more	information.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Technology Today에	오신	것

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번	주	

120��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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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남:	근사하구나.	누군가가	그것을	만드는	것을	즐겼을	거야.

여:	우리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언젠가	그곳에	다시	가야겠어요.

남:	그러면	좋겠구나.

[Topic & Situation]	추억의	가족사진

[Solution]	부녀가	옛날	사진을	보며	나누는	내용의	대화이다.	대

화의	중반부에서	여자가	가족의	개인	Sparky가	해변	주위를	뛰

어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림에서는	가만히	엎드려	있으

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sandcastle�모래성���must�have�p.p.�~했음에�틀림없다

ExercisesExercises

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Miranda,	 I	heard	you’re	going	to	open	a	childcare	

center.
W:	 	Yeah,	I’ve	been	working	in	the	childcare	field	for	a	

long	time,	and	a	coworker	and	I	decided	to	open	up	

our	own.
M:	 	That’s	great!	Where	will	it	be?
W:	 	We’re	thinking	of	across	from	Central	Library.

남:		Miranda,	나는	네가	어린이집을	열	것이라고	들었어.

여:		응,	나는	보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직장	동료와	

내가	우리	자신의	어린이집을	열기로	했어.

남:		잘됐네!	어디로	예정하고	있니?

여:		중앙도서관	건너편으로	생각하고	있어.

[Topic & Situation]	어린이집	개원

[Solution]	직장	동료와	함께	어린이집을	열기로	한	여자에게	남

자가	어디에	열지를	묻고	있으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

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앙도서관	건너편으로	생각

하고	있어.’이다.

②	우리는	일할	어린이집을	여전히	찾고	있어.

③	어린이집이	어디로	옮겨질지	모르겠어.

④	우리는	약	3개월	후에	우리	자신의	어린이집을	열	거야.

⑤	나는	아이를	우리	동네	어린이집에	보낼	거야.

[Words & Phrases]
childcare�center�어린이집���coworker�동료

23 가정·직장생활 � 본문�160~169쪽

기출 예제 �④

Exercises �1�①� 2�②� 3�⑤� 4�①� 5�④� 6�⑤
� 7�②� 8�①� 9�⑤� 10�④� 11�④� 12�①

기출 예제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Dad!	Do	you	remember	this	picture?

M:	 	Wow,	 it’s	an	old	photo.	When	was	 it	 taken?	Were	

you	thirteen?

W:	 I	think	so.	I	love	the	two	birds	flying	in	the	sky.

M:	 	Yeah,	it	was	a	really	beautiful	day.	Oh,	I	remember	

the	hat	you’re	wearing	in	the	picture.

W:	 	Yes,	 you	 bought	 it	 for	 my	 birthday.	 It	 was	 my	

favorite	hat	that	summer.

M:	 	And	 there’s	 a	book	next	 to	 the	bag.	You	always	

brought	a	book	wherever	you	went.

W:	 	Right.	 Look	 at	 our	 dog,	 Sparky!	 He’s	 running	

around	the	beach.

M:	He’s	such	a	good	dog.

W:	Oh,	there’s	a	sandcastle	under	the	tree.

M:	 It’s	lovely.	Somebody	must	have	enjoyed	making	it.

W:	 	We	had	 so	much	 fun.	We	 should	go	back	 there	

someday.

M:	That	would	be	great.

여:	아빠!	이	사진	기억나세요?

남:		와,	오래된	사진이구나.	그것을	언제	찍었니?	네가	열세	살이

었니?

여: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늘에	날고	있는	저	두	마리	새가	좋

아요.

남:		그래,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	오,	나는	네가	사진	속에서	쓰

고	있는	그	모자가	기억나는구나.

여:		그래요,	아빠가	제	생일	때	사	주셨어요.	그것은	그	해	여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였어요.

남:		그리고	가방	옆에	책이	한	권	있구나.	너는	어디를	가든	항상	

책을	가져갔지.

여:		맞아요.	우리	개	Sparky를	보세요!	해변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남:	참	귀여운	개구나.

여:	오,	나무	아래	모래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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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W:	 	What	do	you	mean?
M:	 	You	know,	a	place	 that	you	only	use	for	working.	

Not	 like	where	you	watch	TV	or	at	your	kitchen	

table.
W:	 	Kind	of	like	a	home	office?
M:	 	Yeah,	basically.	It	could	help	put	you	in	the	mindset	

of	 work	 so	 you	 can	 focus	 better	 and	 be	 more	

productive.
W:	 	I	normally	try	to	work	on	my	living	room	couch.	I’ll	

give	what	you	said	a	try.	Thanks	for	the	advice.
M:	You’re	welcome.

여:		안녕하세요,	Jeremy.	어떻게	지내세요?

남:		오,	안녕하세요,	Samantha.	오늘	회사에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이번	주	내내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

어요.

여:		그게	제	계획이었죠.

남:		무슨	일	있었어요?

여:		사실,	제가	그냥	집에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

문에,	여기	사무실로	오면	더	생산적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		그렇군요.	집에	전용	작업	공간이	있나요?

여:		무슨	말이에요?

남:		있잖아요,	작업하기	위해서만	쓰는	장소요.	TV를	보는	곳이

나	부엌	식탁	같은	곳	말고요.

여:		대략	가정	사무실	같은	건가요?

남:		네,	기본적으로는요.	그런	곳이	있으면	더	잘	집중하고	더	생

산성이	높아지도록	근무	태도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		저는	보통	거실	소파에서	일하려고	해요.	당신이	말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조언해	주셔서	고마워요.

남:		천만에요.

[Topic & Situation]	재택근무	시	별도의	작업	공간	확보하기

[Solution]	재택근무	중인	여자가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어서	회

사에	출근했다고	하자,	남자는	집에	전용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업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했

으므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재택근무	시	집에	

전용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작업	능률을	높인다.’이다.	

[Words & Phrases]
concentrate�집중하다���productive�생산적인���dedicated�전용

의����mindset�태도,�사고방식���couch�소파

4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oney,	I	 just	got	a	call	from	my	cousin	Harry.	His	

wedding	is	going	to	be	on	October	10th	in	Korea.
M:	 	That’s	good	news!	His	fiancée	is	from	Korea,	right?
W:	 	Yeah.	They’ve	decided	to	have	a	traditional	wedding	

there.	We	should	book	our	flight	tickets	soon.
M:	 	Sounds	great!	 It’ll	 be	 cool	 to	 see	 a	wedding	 in	

Korea.

여:		여보,	방금	내	사촌	Harry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결혼

식이	한국에서	10월	10일에	있을	거래요.

남:		좋은	소식이네요!	그의	약혼녀는	한국	출신이죠,	맞죠?

여:		그래요.	그들은	거기에서	전통	혼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우

리는	곧	항공권을	예매해야	해요.

남:		좋아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보면	멋질	거예요.

[Topic & Situation]	한국에서	열리는	결혼식	참석하기

[Solution]	여자가	사촌이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할	것이라고	하

면서	곧	항공권을	예매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좋아요!	한국에서	결

혼식을	보면	멋질	거예요.’이다.		

①	우리가	지난	5월에	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너무	유감이

에요.

③	정말요?	그들이	결혼	전에	우리를	방문하다니	고맙네요.

④	좋아요.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예식장을	예약해요.

⑤			나는	이미	그들의	신혼여행을	위해	항공권	두	장을	예매했어요.

[Words & Phrases]
fiancee�약혼녀���traditional�wedding�전통�혼례��attend�참석하다���

reserve�예약하다���wedding�hall�예식장

3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Hi,	Jeremy.	How’s	it	going?
M:	 	Oh,	hi,	Samantha.	I	didn’t	expect	to	see	you	at	work	

today.	I	thought	you	were	working	from	home	all	of	

this	week.
W:	 	That	was	my	plan.
M:	 	Did	something	happen?
W:	 	Actually,	I	was	just	having	difficulty	concentrating	

at	home,	so	I	thought	I	could	be	more	productive	if	I	

came	here	to	the	office.
M:	 	I	see.	Do	you	have	a	dedicated	work	space	at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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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치기사	-	고객’이다.	

[Words & Phrases]
set�up�~을�설치하다���arrange�(~하기로)�정하다,�협의하다���plug�

~�in�~의�전원을�연결하다���install�설치하다���water�dispenser�급

수기���contact�연락하다

5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y,	David.	Looking	at	pictures	on	your	smartphone?
M:	 	Yeah.	Here’s	one	of	my	niece	Kate.	Last	weekend,	

she	set	up	a	hot	cocoa	stand	to	raise	money	to	help	

people	in	need.
W:	 	How	thoughtful!	Let	me	have	a	look.	Oh,	she	added	

a	Christmas	theme.	She	put	a	Santa	Claus	doll	on	

the	chair	on	the	left.
M:	 	Yeah,	and	she	hung	this	rabbit	stuffed	animal	from	

the	top	of	the	stand.
W:	 	It’s	very	cute.	 It	must’ve	been	a	 little	chilly.	Kate	

was	wearing	a	hat	and	muffler.
M:	 	Yes,	it	was	in	the	morning.	Thankfully,	it	warmed	up	

during	the	day.
W:	 	Did	she	make	the	menu	in	front	of	the	ladder?
M:	 	Yes,	she	did.	Oh,	I	just	realized	something.	See	this	

lantern	under	the	Christmas	tree?
W:	 	Yeah.
M:	 	It’s	from	my	grandfather,	Kate’s	great-grandfather.	It	

has	to	be	at	least	100	years	old.
W:	 	Wow,	that’s	really	old.

여:		안녕,	David.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거니?

남:		그래.	여기	내	조카	Kate의	사진이야.	지난	주말에,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금하려고	핫	코코

아	가판대를	설치했어.

여:		정말	사려	깊네!	한번	볼게.	오,	그녀는	크리스마스	테마를	더

했구나.	왼쪽에	있는	의자에	산타클로스	인형을	놓았어.

남:		그래,	그리고	그녀는	이	토끼	인형을	가판대	꼭대기에	걸었어.

여:		아주	귀엽네.	틀림없이	날씨가	좀	쌀쌀했나	봐.	Kate는	모자

와	목도리를	하고	있네.

남:		그래,	아침이었어.	다행히	낮에는	따뜻해졌어.

여:		그녀가	사다리	앞에	있는	메뉴판을	만들었니?

남:		응,	그랬어.	아,	방금	알아차린	게	있어.	크리스마스트리	밑에	

있는	이	등	보이지?

여:		그래.

M:	 	All	right.	It’s	all	set	up.	Do	you	want	me	to	move	it	

to	the	side	a	little	bit?

W:	 	No.	It’s	exactly	where	I	want	it.	I	love	it.

M:	 	Okay.

W: 		You’re	 taking	my	old	one,	aren’t	you?	 I	had	 that	

arranged	when	I	bought	this	one.

M: 	Yeah.	How	long	have	you	had	the	old	one?

W:	 	For	more	than	15	years.	It	sometimes	makes	a	loud	

noise.	That’s	why	I	bought	a	new	one.

M:	 	I	see.	Well,	 the	new	refrigerator	 is	plugged	in,	but	

wait	one	or	two	hours	before	putting	anything	in	it.

W:	 	Why	is	that?

M:	 	Because	if	you	put	food	in	it	before	it	gets	cold,	it’ll	

smell	bad.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about	

the	refrigerator?

W:	 	No.	Thanks	for	installing	it	and	connecting	the	water	

line	to	the	water	dispenser	and	ice	maker	in	it.

M:	 	No	problem.	Here’s	my	business	card.	Contact	me	if	

you	have	any	problems.

W:	 	Thank	you.

남:		좋아요.	다	설치됐어요.	옆으로	조금	옮겨	드릴까요?

여: 		아뇨.	거기가	바로	제가	원하는	곳이에요.	맘에	들어요.

남: 	알겠습니다.	

여: 		제가	쓰던	것은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구입

할	때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남: 	네.	쓰시던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여:		15년보다	더	오래되었어요.	그것은	때때로	큰	소음을	내요.	

그래서	새것을	샀어요.

남:		그렇군요.	음,	새	냉장고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만,	한두	시

간	기다렸다가	그	안에	뭔가를	넣으세요.

여:		왜죠?

남:		차가워지기	전에	음식을	그	안에	넣으면	나쁜	냄새가	날	거예

요.	냉장고에	대해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여:		아뇨.	그것을	설치하고	거기	딸린	급수기와	얼음	제조기에	물	

공급선을	연결해	주어서	고마워요.

남:		뭘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하세요.

여: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냉장고	설치

[Solution]	남자가	냉장고를	설치한	후	여자에게	사용	방법에	관

해	설명해	주고	명함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한	것으

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가전제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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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여:		네	아빠와	내가	이번	주말에	그것을	할	계획이야.	네	방에	더

는	쓰지	않는	것이	있니?

남:		사실,	겨울	방학	때	방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다시	확인해	볼

게요.

여:		알았어.

남:		제가	끝마치면	알려	드릴게요.

[Topic & Situation]	쓰지	않는	물건	확인하기

[Solution]	필요	없는	물건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여자가	남자에

게	방에	더는	쓰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묻자,	남자는	겨울	방학	때	

방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방에서	쓰지	않는	물건	확인하기’

이다.	

[Words & Phrases]
throw�away�~을�버리다���charity�자선�단체,�자선�기관���organize�

정리하다���check�확인하다

7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Good	morning,	Dad.
M:	 	Good	morning,	 Jessica.	How	was	your	 room	last	

night?
W:	 	The	room	was	nice	and	the	blanket	and	pillows	were	

comfortable.	But	I	couldn’t	sleep	well.
M:	 	Why	not?	Is	it	because	you	weren’t	sleeping	in	your	

own	bed?
W:	 	No,	that	wasn’t	a	problem.	It’s	because	the	people	in	

the	hotel	room	next	to	me	were	pretty	noisy.
M:	 	Oh,	really?	So	they	kept	you	up	at	night?
W:	 	Yes.	I	think	they	were	having	a	party.
M:	 	You	should’ve	come	and	told	us	or	called	the	front	

desk.
W:	 	I	didn’t	want	to	wake	you	up,	and	I	didn’t	 think	of	

calling	the	front	desk.
M:	 	I	see.	Let’s	go	to	the	front	desk	now	and	tell	 them	

what	happened	last	night.
W:	 	Okay.

여:		안녕하세요,	아빠.

남:		안녕,	Jessica.	어젯밤	네	방은	어땠니?

여:		방은	좋았고	담요와	베개는	편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	자지	

못했어요.	

남:		왜?	네	침대에서	자지	않았기	때문이니?

여:		아뇨,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옆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꽤	

남: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	Kate의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

은	거야.	틀림없이	적어도	100년은	된	거야.

여:		와,	정말	오래됐구나.

[Topic & Situation]	조카의	핫	코코아	가판대

[Solution]	여자가	사다리	앞에	있는	메뉴판을	언급했는데	그림

에서는	메뉴판이	사다리	위에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raise�모금하다���in�need�어려움에�처한���stuffed�animal�동물�인형���

chilly�쌀쌀한���ladder�사다리���realize�알아차리다

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What	 are	 you	 doing,	 Mom?	Are	 you	 making	 a	

shopping	list?
W:	 	No.	 I’m	 making	 a	 list	 of	 things	 we	 don’t	 use	

anymore.	I	think	it’s	time	to	clean	up	the	house.	We	

have	too	much	stuff.
M:	 	Yeah.	So	are	you	going	to	throw	away	all	the	items	

on	the	list?
W:	 	No.	I’ll	take	some	of	them	to	a	charity.
M:	 	You’re	making	a	 long	list.	 It	won’t	be	easy	to	sort	

out	all	the	stuff.
W:	 	I	know.	It’ll	take	a	while	to	get	it	done.
M:	 	When	are	you	going	to	start?	Is	there	anything	I	can	

do?
W:	 	Your	dad	and	I	are	planning	to	do	it	 this	weekend.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don’t	use	anymore	in	

your	room?
M:	 	Actually,	 I	organized	my	room	during	 the	winter	

vacation,	but	I’ll	check	again.
W:	 	Okay.
M:	 I’ll	let	you	know	when	I’m	finished.

남:		엄마,	뭐	하세요?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계세요?

여:		아니.	우리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어.	집을	치울	때가	된	것	같아.	물건이	너무	많아.

남:		네.	그럼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실	거예요?

여:		아니.	일부는	자선	단체에	갖다줄	거야.

남:		긴	목록을	작성하고	계시네요.	모든	것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

을	거예요.

여:		알아.	끝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남: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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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남:		그게	내가	찾으려	했던	거예요.	[클릭하는	소리]	오,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래	300달러인데,	바로	

지금은	30%	할인이에요!

여:		아주	좋아요!	그것을	사요.

남:		장바구니에	넣을게요.

여: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봐요.	만약	좋은	가격의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사요.

남:		좋아요.	[클릭하는	소리]	여기	있네요.	이것	좋아	보이네요.

여:		그래요.	그것은	원래	100달러인데,	지금은	절반	가격이에요.

남:		좋아요.	이제	주문합시다.

여:		좋아요.	아,	저기	봐요.	200달러	넘게	쓰면	추가로	10달러를	

할인받아요.

남:		잘됐네요.	내	신용	카드로	계산할게요.

여:		알겠어요.

[Topic & Situation]	가전제품	구입

[Solution]	두	사람은	300달러에서	30%	할인된	금액(210달러)

의	커피	메이커와	100달러의	절반	가격(50달러)의	전자레인지를	

사기로	했는데,	금액이	200달러가	넘으면	추가로	10달러	할인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지불할	금액은	①	‘$250’이다.	

[Words & Phrases]
appliance�가전제품���going-out-of-business�sale�폐업�세일���
original�원래의���additional�추가의

9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Stella,	what	are	you	looking	at	on	the	Internet?
W:	 	I’m	looking	at	 the	public	 library	website.	They’re	

having	a	Spring	Family	Book	Walk	next	month.
M: 		Oh,	 that’s	an	event	where	people	walk	around	and	

do	activities	related	to	books,	isn’t	it?
W: 		Yeah.	It’s	Saturday,	May	23rd,	at	10	a.m.	We	should	

take	Mom	and	Dad.	They’d	have	a	lot	of	fun.
M: 	Definitely.	Where	will	it	be?
W:	 	At	Riverside	Park.	There	will	be	a	book	sale	set	up	

too	in	the	park,	so	we	can	go	there	after	the	walk.
M:	 	Perfect.	Do	we	need	to	register	for	it?
W:	 	Let’s	see.	Yeah,	we	do.	Registration	begins	on	May	

1st.
M:	 	We’ll	just	have	to	remember	to	do	that.
W:	 	Yeah.	 I’ll	write	 a	 reminder	on	 the	 calendar	 so	 I	

won’t	forget.
M:	 	Good	idea.	Thanks	for	finding	out	about	that.

시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남:		아,	정말?	그럼	그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	거니?

여:		네.	그들은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		우리한테	와서	말하거나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야	했어.

여:		저는	엄마	아빠를	깨우고	싶지	않았고,	프런트에	전화할	생각

을	못	했어요.

남:		그렇구나.	지금	프런트로	가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자.

여:		좋아요.

[Topic & Situation]	옆방이	시끄러워	잠을	잘	못	잔	딸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어젯밤에	옆방에서	사람들이	파티를	

하는	것	같이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여

자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이유는	②	‘옆방이	시끄러워서’

이다.

[Words & Phrases]
pillow�베개���comfortable�편안한���keep�~�up�~을�잠자리에�들

지�못하게�하다

8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Honey,	check	this	out.	I	found	an	online	appliance	

store	that’s	having	a	going-out-of-business	sale	right	

now.
W:	 	Oh,	let’s	see.	Do	they	have	any	coffee	makers?
M:	 	That’s	 what	 I	 was	 about	 to	 look	 for.	 [Clicking 

sound]	Oh,	look.	They	have	the	exact	one	we	want.	

It’s	originally	$300,	but	it’s	30%	off	right	now!
W:	 	Awesome!	Let’s	get	it.
M:	 	I’ll	add	it	to	the	shopping	cart.
W:	 	And	let’s	look	at	their	microwaves.	If	they	have	one	

at	a	good	price,	let’s	get	it.
M:	 	All	right.	[Clicking sound]	Here	they	are.	This	one	

looks	good.
W:	Yeah.	It’s	originally	$100,	but	it’s	at	half	price	now.
M:	Okay.	Let’s	place	our	order	now.
W:	 	All	right.	Hey,	look	at	that.	We	get	an	additional	$10	

off	for	spending	over	$200.
M:	 	That’s	good.	I’m	going	to	pay	with	my	credit	card.
W:	 	Okay.

남:		여보,	이것	좀	봐요.	바로	지금	폐업	세일을	하는	온라인	가전	

매장을	찾았어요.

여:		오,	어디	봐요.	커피	메이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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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좋은	생각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여:		방금	이	다섯	가지	모델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모델은	사

고	싶지	않아요.	플라스틱이	충분히	튼튼할	것	같지	않아요.

남:		같은	생각이에요.	그것에	돈을	얼마까지	쓸	생각이에요?

여:		글쎄요,	200달러	미만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남:		알겠어요.	그럼	이것은	제외됐네요.	그리고	반드시	손잡이가	

달린	것을	사야	할	것	같아요.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	둘	중

에서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남:		음….	둘	다	우리	가구와	잘	어울릴	텐데,	그럼	이건	어때요?	

선반이	많을수록	좋아요.

여:		물론이죠.	좋아요.	그것을	선택해요.

남:		알겠어요.

[Topic & Situation]	수납	카트	구입

[Solution]	두	사람은	부엌에	쓸	수납	카트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을	제외하고	200달러	미만이며	손잡이가	달린	두	개의	모델	중

에서	선반이	더	많은	것을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구입할	수납	카

트는	④이다.	

[Words & Phrases]
storage�수납���come�across�~을�우연히�발견하다���eliminate�

제외하다,�탈락시키다���match�어울리다���shelf�선반���go�for�~을�선

택하다

1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i,	Logan.	 It’s	 been	 ages	 since	you	visited	our	

restaurant	last	time.	
M:	Yes.	I’ve	been	very	busy	these	days.	
W:	 	I	see.	How	was	the	food	today?	It’s	a	dish	we	just	

added	to	the	menu.	
M:	 	Your	food	is	always	delicious.	I	want	 to	be	a	chef	

like	you.	
W:	 	Thanks.	Oh,	how	did	your	cooking	test	go?	You	said	

last	time	you	would	take	the	test.
M:	 	I	passed	the	written	test,	but	I	have	a	performance	

test	to	go.
W:	 	That	reminds	me	of	my	performance	test.	I	failed	it	

the	first	time.
M:	 	You	failed?	That’s	unbelievable!
W:	 	Well,	I	was	so	nervous	that	I	couldn’t	finish	cooking	

in	time.
M:	 	Too	bad.	Then	what	should	I	do	to	finish	cooking	in	

남:		Stella,	인터넷에서	뭘	보고	있니?

여:		공공	도서관	웹사이트를	보고	있어.	다음	달에	Spring	

Family	Book	Walk를	한대.

남: 		아,	그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행사지,	그렇지?

여: 		그래.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야.	우리	엄마,	아빠를	모

시고	가자.	두	분은	아주	즐거워하실	거야.

남: 	물론이지.	어디에서	열릴	거지?

여:		Riverside	공원이야.	공원에서	도서	판매도	할	예정이니,	걷

기	후에	거기에	갈	수	있어.

남:		대단히	좋아.	그것을	하려면	등록해야	하니?

여:		어디	보자.	그래,	그래야	해.	등록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남:		우리는	등록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거야.

여:		그래.	잊지	않도록	달력에	메모해	놓을게.

남:		좋은	생각이야.	그것에	대해	알아내서	고마워.

[Topic & Situation]	Spring	Family	Book	Walk
[Solution]	Spring	Family	Book	Walk에	관해	개최	기관,	개

최	일시,	개최	장소,	등록	시작일은	언급되었으나,	⑤	‘참가	기념

품’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register�등록하다���reminder�메모,�생각나게�하기�위한�조언

10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Are	you	doing	some	online	shopping,	honey?
W:	 	Yeah,	I’m	looking	for	a	storage	cart	for	the	kitchen.
M:	 	That’s	a	good	idea.	Do	you	see	any	you	like?
W:	 	I	 just	 came	across	 these	 five	models,	but	 I	don’t	

want	to	buy	this	one.	I	don’t	think	plastic	would	be	

strong	enough.
M:	 	I	agree.	How	much	are	you	willing	to	spend	on	it?
W:	 	Well,	I	think	we	should	keep	it	under	$200.
M:	 	Okay.	That	 eliminates	 this	 one.	And	 I	 think	we	

should	definitely	get	one	with	handles.
W:	 	I	think	so	too.	It’d	be	easier	to	move	around.	Which	

do	you	like	better	out	of	these	two?
M:	 	Hmm....	Both	would	match	our	 furniture,	 so	 then	

how	about	this	one?	The	more	shelves,	the	better.
W:	 	Sure.	Why	not?	Let’s	go	for	it.
M:	 	Okay.

남: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어요,	여보?

여:		그래요,	부엌에서	쓸	수납	카트를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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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소

재
편

시키다[일깨우다]��� lay�out�~을�배치하다���utensil�기구,�가정용품���

kitchen�counter�주방�조리대���set�out�~을�정리[진열]하다

1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Sandra	has	been	working	as	a	secretary	for	her	boss,	

Winston,	at	a	trading	company	for	10	years.	She	is	

a	very	positive	and	kind	person	who	always	has	a	

bright	expression	and	kind	words	to	say.	Nowadays,	

however,	she	hasn’t	been	her	normal	positive	self	

because	she’s	been	worried	about	her	 father,	who	

was	injured	in	a	car	accident.	Winston	notices	that	

Sandra	hasn’t	been	smiling	very	much	and	hasn’t	

been	as	energetic	as	usual.	He	is	concerned,	so	he	

goes	over	to	Sandra	to	find	out	what’s	worrying	he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Winston	most	 likely	

say	to	Sandra?
Winston:	I’m	wondering	why	you	look	so	down.

여:		Sandra는	10년	동안	무역	회사에서	사장	Winston의	비서

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표정이	밝으며	친절하게	말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녀

는	자동차	사고로	다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의	긍정적인	본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Winston은	

Sandra가	그리	많이	웃지	않고	있고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

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걱정이	돼서	그녀를	괴롭히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Sandra에게	갑니다.	이	상황

에서	Winston은	Sandra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Winston: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Topic & Situation]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걱정하고	있는	비서	

[Solution]	평소	밝은	표정을	짓던	비서	Sandra가	평소	같은	모

습을	보이지	않자	사장인	Winston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Winston이	Sandr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궁금하네요.’이다.

②	당신이	왜	저를	피했는지	알고	싶어요.

③	당신이	아버지를	왜	만나기를	원하는지	이해가	되요.

④	당신이	왜	여기서	일하기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를	묻고	있

어요.

⑤	당신이	왜	같은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Words & Phrases]
secretary�비서���trading�company�무역�회사���bright�밝은

expression�표정���normal�보통의���self�본모습��� injured�다친���

energetic�활기찬,�활동적인���concerned�걱정하는

time?

W:	 	Well,	you	must	practice	cooking	a	lot,	but	you	also	

need	to	learn	about	laying	out	the	tools	and	utensils	

on	the	kitchen	counter.

M:	 	I	see.	I’ll	keep	in	mind	what	you	said	about	setting	

out	the	kitchen	utensils.

W:	 	Good.	Then	you	can	 finish	cooking	 in	 the	given	

time.

여: 		안녕하세요,	Logan.	지난번	저희	식당을	방문하신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남: 	네.	요즘	매우	바빴어요.

여: 		그렇군요.	오늘	음식은	어땠어요?	막	메뉴에	추가된	요리예요.

남: 		당신의	음식은	항상	맛있어요.	저는	당신과	같은	요리사가	되

고	싶어요.

여:		고마워요.	아,	요리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시험을	

치를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남: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실기시험이	남아	있어요.

여:		그	얘길	들으니	제가	실기시험을	보던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처음에	떨어졌어요.

남:		당신이	떨어졌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여:		음,	너무	긴장해서	제시간에	요리를	끝낼	수	없었어요.

남:		안됐네요.	그럼	제시간에	요리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		음,	요리를	많이	연습해야	하지만	주방	조리대	위에	도구와	

기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남:		그렇군요.	주방	기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명

심할게요.

여:		좋아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요리를	끝마칠	수	있어요.

[Topic & Situation]	요리	실기시험	준비

[Solution]	요리	시험	중	필기시험은	합격하고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자신도	실기시험에	떨어졌었다는	

말과	함께	떨어진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주방	

조리대	위에	조리	도구를	잘	정리할	필요성을	말하자	남자는	명심

하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좋아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요리를	끝

마칠	수	있어요.’이다.

①	저희의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②	당신이	그	시험에	통과해서	기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③	죄송합니다만,	너무	바빠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요리할	수가	

없어요.

⑤	오,	그것은	요리	연습에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Words & Phrases]
performance�test�실기시험���remind�~�of�...��~에게�…을�상기

정답과�해설�_�23강��127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127 2020. 1. 3.   오전 11:38



정답과 해설

with	any	questions	on	Germany.
M:	 	Thank	 you.	 I’ll	 ask	 you	 if	 I	 come	 up	 with	 any	

questions.

여:		안녕,	Matthew.	독일어를	배우는	것은	어떻게	돼	가니?

남:		안녕하세요,	Green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단지	2주	뒤면	독일로	떠나요.

여:		금방	다가오는구나!	독일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남: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생각나면	여쭤볼게요.

[Topic & Situation]	독일어	공부	도와주기

[Solution]	2주	뒤에	독일로	떠나게	되어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독일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지	도와주겠다고	말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감사

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생각나면	여쭤볼게요.’이다.

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여기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②	알겠습니다.	제가	독일어	배우는	것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보

겠습니다.

③	죄송해요.	선생님께서	독일어	배우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⑤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독일로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	아닙

니다.

[Words & Phrases]
come�up�(어떤�행사나�때가)�다가오다���get�used�to�~에�익숙해지

다���come�up�with�~가�생각나다

0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Good	evening,	resi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the	 property	 management	 office.	 These	

days,	complaints	about	driving	and	parking	in	our	

apartment	complex	have	been	increasing,	sometimes	

leading	to	arguments	between	residents.	So,	I’d	like	

to	inform	you	of	manners	to	keep	in	mind.	First,	do	

not	park	too	close	to	one	side	of	your	spot.	This	can	

prevent	people	next	to	you	from	being	able	to	open	

their	door.	There	have	also	been	complaints	about	

people	playing	their	car	stereo	too	loud.	Please	keep	

it	at	a	low	volume	when	in	the	apartment	complex.	

Lastly,	please	drive	slowly	in	the	parking	lot.	There	

are	a	lot	of	kids	around,	and	it	can	be	dangerous	if	

you	drive	fast.	Thank	you	for	listening.

24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72~177쪽

�01�④� 02�④� 03�②� 04�⑤� 05�①� � 06�⑤
�07�⑤� 08�⑤� 09�③� 10�⑤� 11�②� 12�④
�13�④� 14�④� 15�⑤� 16�④� 17�③�

0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what	are	you	doing?
W:	 	I’m	making	a	healthy	pizza	for	John	and	his	friends	

because	he	 is	 inviting	 them	over	 to	play	tonight.	 I	

found	a	recipe	online.
M:	 	A	healthy	pizza?	How	do	you	make	that?
W:	 	I	use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s	toppings.

남:		여보,	뭐	해요?

여:		John이	놀려고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해서	John
과	친구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피자를	만드는	중이에요.	온라

인에서	요리법을	찾았어요.

남:		건강에	좋은	피자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		나는	토핑으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사용해요.

[Topic & Situation]	건강에	좋은	피자	만들기

[Solution]	아들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피자를	

만들고	있다는	여자에게	그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남자가	물었

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나는	토

핑으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사용해요.’이다.

①	탄산음료는	언제나	피자랑	잘	어울려요.

②	우리는	저녁을	위해	그들에게	피자를	주문해	주어야	해요.

③	저녁으로	피자를	먹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⑤	핫소스를	그	위에	뿌리면	피자는	더	맛이	좋아요.

[Words & Phrases]
soft�drink�탄산음료����go�well�with�~와�잘�어울리다���order�주문

하다

0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y,	Matthew.	How	is	learning	German	going?
M:	 	Hello,	Ms.	Green.	Thanks	 to	you,	 it’s	going	well.	

You	know,	I’ll	be	leaving	for	Germany	in	just	 two	

weeks.
W:	 	It’s	coming	up	soon!	Just	remember,	I	can	hel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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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ve	a	 lot	of	 friends	online,	 they’re	actually	

very	lonely.
W:	 	That’s	what	 this	book	says.	So	I	 think	we	should	

have	“no	social	media”	 time	at	home,	 so	we	can	

spend	time	just	talking	with	the	kids.
M:	 	That’s	a	great	idea.

남:		여보,	뭘	읽고	있어요?

여:		이건	How Social Media Changed Our Life예요.	표지가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남:		정말	그러네요.	가족이	거실에	함께	있지만	모두가	그저	자신

의	소셜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디지털	기기

에	집중하고	있네요.

여:		우리	가족	같아요!

남:		네.	하지만	실제로는	소셜	미디어가	비록	유용하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		맞아요.	그것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그렇지	않아요.

남:		동의해요.	많은	젊은이들은	요즘	실제	친구가	아닌	주로	가능

한	한	많은	온라인	친구를	사귀는	데	몰두한다는	걸	알고	있

어요.

여: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술들을	개

발하지	않고	있어요.

남:		그리고	모순되게도	연구들에	따르면	그들은	온라인	친구가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외롭다고	해요.

여: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아이들과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소셜	미

디어	없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남: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Topic & Situation]	소셜	미디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Solution]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몰두하면서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오히려	외

롭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소셜	미디어가	인간관계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Words & Phrases]
relationship�관계���strengthen�강화하다���lonely�외로운

05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Excuse	me.	I’m	looking	for	Jeremy	Krull.	My	name	

is	Catherine	Jones.

남: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	드

립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	운전과	주차에	관한	항의가	증

가하고	있으며,	때때로	주민들	사이에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예절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리	한쪽으로	너무	가깝게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	옆에	(차를	세운)	사람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스테레오를	너무	크

게	트는	것에	대한	항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볼륨을	낮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장에서	천

천히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이들이	많은데,	빨리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Solution]	요즘	운전과	주차에	대한	항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

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

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아파트	내	

차량	운행	예절	준수를	요청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resident�주민,�거주자���property�management�office�아파트�

관리사무소���complaint�항의,�불평���apartment�complex�아파트�

단지���argument�말다툼,�언쟁���spot�자리,�장소

0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oney,	what	are	you	reading?
W:	 	This	is	How Social Media Changed Our Life.	Isn’t	

the	cover	pretty	funny?
M:	 	It	 really	 is.	The	 family	 is	 in	 their	 living	 room	

together,	but	 they’re	all	 just	 focused	on	 their	own	

digital	device,	spending	a	lot	of	time	on	their	social	

media.
W:	 	It	looks	like	our	family!
M:	 	Yeah.	 But	 really,	 even	 though	 social	 media	

can	be	useful,	 I	 feel	 like	 it’s	weakening	human	

relationships.
W:	 	Right . 	 I t 	 seems	 l ike 	 i t 	 s t rengthens 	 human	

relationships,	but	actually	it	doesn’t.
M:	 	I	agree.	I	know	a	 lot	of	younger	people	nowadays	

focus	mainly	on	having	as	many	online	friends	as	

possible,	not	real-life	friends.
W:	 	Exactly.	So	they’re	not	developing	the	skills	to	form	

real	relationships.
M:	 	And	 ironically,	 studies	have	shown	 that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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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i,	I’m	Jeremy.	It’s	so	nice	to	meet	you,	Ms.	Jones.	

Thanks	for	coming	to	our	store.	Have	you	ever	come	

here	before?
W:	 	Sure.	I	used	to	come	here	often	to	buy	books	when	I	

was	young.
M:	 	Oh,	I	see.	Your	new	release	has	been	selling	so	well	

here	at	the	store.
W:	 	Really?	I’d	never	expected	that	my	new	essay	would	

become	so	popular.
M:	 	We’re	expecting	a	lot	of	people	to	come	here	to	see	

you	promote	it.
W:	 	That’s	good.	I’ve	noticed	your	ads	for	my	book	in	

the	local	newspapers.
M:	 	Oh,	good.	So	we’ve	set	up	a	chair	over	here	where	

you	can	talk	about	your	book	comfortably.	And	then	

we’ll	have	you	meet	our	customers	and	do	some	

book	signing	at	this	table.
W:	 	Okay,	perfect.
M:	 	Well,	 we	 have	 about	 an	 hour.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A	coffee	or	soft	drink?
W:	 	Sure.	I’d	love	a	coffee.
M:	 	All	right.	I’ll	be	right	back.

여:		실례합니다.	Jeremy	Krull	씨를	찾고	있는데요.	제	이름은	

Catherine	Jones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제가	Jeremy입니다.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

다,	Jones	씨.	저희	서점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	여

기	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		물론입니다.	어렸을	때	책을	사려고	이곳에	종종	오곤	했습니다.

남:		아,	그렇군요.	선생님의	신간이	여기	서점에서	아주	잘	팔리

고	있습니다.

여:		정말요?	제	신간	에세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결

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남: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그것을	홍보하시는	것을	보러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		잘됐네요.	지역	신문에서	제	책을	위한	서점의	광고를	봤습

니다.

남:		아,	잘됐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선생님께서	책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

서	저희가	선생님께서	저희	고객들을	만나시고	이	테이블에

서	책	사인회를	좀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여:		네,	아주	좋습니다.

남:		음,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네요.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커피	아니면	청량음료	드릴까요?

여:		그럼요.	커피	마실게요.

남:		알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저자	사인회가	열리는	서점

[Solution]	책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남자는	신간	에세이

를	출간한	여자를	초대하여	고객들과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책에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작가	-	서점	직원’이다.

[Words & Phrases]
used�to�~하곤�했다���new�release�신간���promote�홍보하다

0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Robin,	did	you	have	a	good	 time	yesterday	at	 the	

B-Boy	Championship?
M:	 	Yeah,	 it	was	awesome.	My	friend	Jimmy	won	 it.	

Here’s	a	picture	of	the	final	match.
W:	 	Cool!	I	like	the	big	round	stage	at	the	center.	Was	it	

tournament	style?
M:	 	Yeah.	Two	contestants	would	compete	at	a	time	and	

the	winner	would	advance	to	the	next	round.
W:	 	I	see.	Are	these	two	people	standing	at	 the	back	of	

the	stage	holding	microphones	announcers?
M:	 	Yeah.	They’d	encourage	 the	crowd	to	cheer,	along	

with	the	DJ	wearing	a	headset	next	to	them.
W:	 	Which	one	is	Jimmy?
M:	 	This	guy	doing	a	one-handed-freeze	is	Jimmy.
W:	 	Freeze?
M:	 	It’s	a	breakdance	 technique	where	a	dancer	stops	

their	body	for	a	couple	of	seconds.	He’s	using	just	

one	hand	to	hold	up	his	whole	body	weight.
W:	 	That	must	be	 tough!	So	your	 friend	beat	 this	guy	

wearing	a	hat?
M:	 	Yes.	He	was	the	champion	last	year.
W:	 	I’d	like	to	go	next	time.

여:		Robin,	어제	B-Boy	Championship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

남:		응,	아주	좋았어.	내	친구	Jimmy가	우승했어.	여기	결승전	

사진이야.

여:		멋지다!	중앙에	있는	큰	둥근	무대가	마음에	들어.	그것이	토

너먼트	형식이었니?

남:		응.	두	명의	참가자가	한	번씩	겨루고	이긴	사람이	다음	라운

드로	진출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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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실

전
편

여:		그렇구나.	무대	뒤쪽에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아나운서니?

남:		응.	그들은	옆에	헤드셋을	끼고	있는	DJ와	함께	관중들이	응

원하도록	독려를	해.

여:		누가	Jimmy니?

남:		한	손	프리즈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Jimmy야.

여:		프리즈?

남:		그것은	댄서가	몇	초	동안	자신의	몸을	정지시키는	브레이크

댄스	기술이야.	그	애가	단지	한	손만	사용해서	온몸의	체중

을	떠받치고	있어.

여:		틀림없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네	친구가	모자를	쓴	이	남

자를	이긴	거야?

남:		응.	그	사람은	작년	우승자였어.

여:		다음번에	가보고	싶어.

[Topic & Situation]	B-Boy	대회	결승전	모습

[Solution]	남자의	친구인	Jimmy와	결승전	무대에서	겨루고	있

는	남자는	작년	우승자로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 Phrases]
contestant�(대회·시합�등의)�참가자���compete�겨루다���cheer�

응원하다���hold�up�~을�떠받치다���beat�이기다

07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Kevin,	when	are	you	getting	your	cast	removed	from	

your	leg?
M:	 	Hopefully,	this	Friday.	I	can’t	wait.
W:	 	That’s	 good	 news!	 Hey,	 if	 you	 have	 some	 time	

today,	could	you	help	me	with	my	science	 report	

after	lunch?
M:	 	Sure.	I	have	a	biology	class	at	3	p.m.,	so	I’ll	be	in	

the	library	until	then.	Just	meet	me	there.
W:	 	Aren’t	you	having	lunch?	Let’s	go	out.	I’ll	treat	you.
M: 		Thanks,	but	I	brought	an	apple,	so	I’ll	be	okay.
W: 	Are	you	sure?
M:	 	Yeah.	 It’s	 raining,	 so	 I	 also	don’t	want	 to	walk	

outside	on	my	crutches.
W:	 	I	see.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thing	to	eat?
M:	 	That’d	be	nice,	but	I	don’t	want	to	trouble	you	with	

that.
W:	 	No	problem.	Just	tell	me	what	you	want.

M:	 	Then	can	you	buy	me	a	ham	sandwich	 from	 the	

convenience	store?	Here’s	some	money.
W:	 	No	problem.	It’s	on	me.
M:	 	Thanks,	Rosa.

여:		Kevin,	다리에	깁스는	언제	풀	예정이니?

남:		잘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일	거야.	빨리	풀고	싶어.

여: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야,	네가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점심	

먹고	내	과학	보고서를	도와줄	수	있니?

남:		물론이지.	내가	오후	3시에	생물	수업이	있어서	그때까지	도

서관에	있을	거야.	그냥	거기에서	만나자.

여:		점심	안	먹어?	나가자.	내가	살게.

남: 	고맙지만	사과를	가져와서	나는	괜찮아.	

여: 	정말	괜찮겠어?

남:		응.	비가	와서	목발을	짚고	밖에	나가서	걷고	싶지도	않아.

여:		그렇구나.	내가	먹을	거	사다	줄까?

남:		좋기는	한데	그것으로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가	않아.

여:		괜찮아.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만	해.

남:		그러면	편의점에서	햄	샌드위치	하나	사다	줄	수	있어?	여기	

돈이	좀	있어.

여:		괜찮아.	내가	낼게.

남:		고마워,	Rosa.

[Topic & Situation]	다리를	다친	친구에게	먹을	것	사다	주기

[Solution]	비가	와서	목발을	짚고	밖에서	점심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자가	밖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다	주겠다고	하고	

남자가	편의점에서	햄	샌드위치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으므로,	여

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편의점에서	햄	샌

드위치	사다	주기’이다.

[Words & Phrases]
cast�깁스���remove�제거하다���biology�생물학���treat�대접하다���

crutch�목발

08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y,	Cathy.	Can	you	tell	me	how	many	people	have	

applied	for	the	job	opening?
W:	 	Sure,	Mr.	Robertson.	Twelve	so	far.	Today	is	the	last	

day	we’re	accepting	applications,	so	I’ll	give	you	all	

the	résumés	tomorrow	morning.
M:	 	Thanks.	The	interviews	will	be	on	Friday,	right?
W:	 	Yes,	 but	 the	 interviews	 will	 start	 early	 in	 the	

morning	because	we	have	a	meeting	 for	 the	new	

project	on	Friday	after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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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M:	 	Oh,	 I	 think	I	won’t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then.
W:	 	Do	you	have	a	business	trip	or	something?
M:	 	No.	My	daughter’s	graduation	is	that	afternoon,	and	

it’s	especially	important	I	go	because	my	wife	is	still	

in	the	hospital.
W:	 	That’s	right.	How	is	she	now?
M:	 	She’s	much	better.	If	everything	goes	well,	she’ll	be	

home	early	next	week.
W:	 	I’m	 happy	 to	 hear	 that.	 Don’t	 worry	 about	 the	

meeting.
M:	 	Thank	you,	Cathy.

남:		안녕하세요,	Cathy.	빈자리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말해	줄	

수	있어요?

여:		그럼요,	Robertson	씨.	지금까지	12명입니다.	오늘이	저희

가	지원서를	받는	마지막	날이어서	내일	오전에	모든	이력서

를	드릴게요.

남:		고마워요.	면접은	금요일이죠,	맞나요?

여:		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가	있

어서	면접은	오전	일찍	시작할	것입니다.

남:		아,	그러면	제가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네요.

여:		출장	같은	것이	있으세요?

남:		아뇨.	딸의	졸업식이	그날	오후에	있는데	제	아내가	아직	병

원에	있어서	제가	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여:		맞네요.	아내는	지금	어떠세요?

남:		훨씬	좋아졌어요.	경과가	좋으면	다음	주	초에	집에	올	거예요.

여:		그	말을	들으니	다행입니다.	회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남:		고마워요,	Cathy.

[Topic & Situation]	금요일	오후	일정

[Solution]	남자는	금요일	오전에	면접이	끝나고	딸의	졸업식에	

혼자	가야	해서	오후에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자에게	말했으므로,	남자가	새로운	프로

젝트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는	⑤	‘딸	졸업식에	참석

해야	해서’이다.

[Words & Phrases]
apply�for�~에�지원하다���job�opening�(직장의)�빈자리���résumé

이력서���graduation�졸업식

09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can	I	take	your	order?
M:	 	Yes,	please.	I’d	like	to	buy	an	ice	cream	cake.

W:	 	Okay.	We	have	several	of	them,	right	over	here.
M:	 	Hmm,	how	much	is	this	strawberry	cake?
W:	 	It’s	$40.	But	 this	one	next	 to	 it	 is	bigger	and	has	

three	different	flavors.	It’s	$50.
M:	 	In	 that	case,	 I’ll	 take	 the	one	with	 three	different	

flavors.
W:	 	Okay.	Anything	else?
M:	 	Yes,	some	of	these	ice	bars.	How	much	are	they?
W:	 	They’re	$2	each.	Just	take	whichever	ones	you	want.
M:	 	All	 right.	 [Pause]	 I’ll	 get	 these	 five	 ice	 bars.		

And	can	 I	use	 this	$5	off	coupon	along	with	 the	
membership	discount?

W:	 	Sorry,	you	can	only	use	one	at	a	time.	And	your	10%	
membership	discount	would	save	you	more	money	
than	the	coupon.

M:	 	Okay.	Then	I’ll	use	 the	membership	discount	 this	

time.	Here	are	my	membership	card	and	credit	card.
W:	 	Thanks.	Wait	a	moment,	please.

여: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남: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하나	사려고요.

여:		알겠습니다.	이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		음,	이	딸기	케이크는	얼마죠?

여:		40달러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것이	더	크고	세	가지	다른	

맛이	있습니다.	가격은	50달러입니다.

남:		그렇다면,	세	가지	다른	맛이	있는	것으로	할게요.

여:		네.	다른	것은	없으세요?

남:		네,	이	막대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려고요.	얼마인가요?

여:		개당	2달러입니다.	원하시는	어떤	것이든	골라	주시기만	하

면	됩니다.

남: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	막대	아이스크림으로	다섯	개	하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원	할인과	함께	이	5달러	할인	쿠폰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		죄송하지만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퍼센트	회원	할인이	그	쿠폰보다	돈을	더	많이	절약해	줄	거

예요.

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회원	할인을	사용하겠습

니다.	여기	회원	카드와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Topic & Situation]	아이스크림	구매

[Solution]	남자는	세	가지	다른	맛이	있는	50달러짜리	아이스크

림	케이크	1개와	개당	2달러인	막대	아이스크림	5개를	구입(10
달러)하는데	쿠폰은	사용할	수가	없어	10퍼센트	회원	할인만	받

는	상황이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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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 Phrases]
flavor�맛���ice�bar�막대�아이스크림���save�절약해�주다

10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Hello?	This	is	All	That	Uniforms.
W:	 	Hi.	I’d	like	to	order	some	T-shirts	for	an	environment	

campaign.
M:	 	Okay. 	 We	 have 	 some	 logos 	 re la ted 	 to 	 the	

environment	on	our	website.	Have	you	seen	them?
W:	 	Yes.	But	my	teammates	have	actually	designed	our	

own	logo.	Could	you	put	that	on	the	T-shirts?
M:	 	Of	course.	Just	send	us	the	file.	And	what	color	do	

you	want	for	the	shirts?
W:	 	I’d	like	white.
M:	 	All	right.	And	how	many	shirts	do	you	need?
W:	 	Fifty	of	them.	How	much	will	that	cost?
M:	 	It’s	$15	a	shirt.	But	you	get	10%	off	for	orders	of	50	

or	more.
W:	 	Oh,	great.	And	I’m	hoping	to	get	them	by	June	7th.	

Would	that	be	possible?
M:	 	It’ll	take	about	10	days,	so	that’ll	work.	After	getting	

your	file,	I’ll	send	you	the	sample	design.
W:	 	Okay.	I’ll	email	you	the	file	right	now.
M:	 	Thank	you.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All	That	Uniforms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제가	환경	캠페인을	위한	티셔츠를	좀	주문하고	싶

어서요.

남:		좋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환경	관련된	로고들이	몇	개	있습

니다.	그것들을	보셨나요?

여:		네.	그런데	실은	제	팀원들이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을	

티셔츠에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남:		물론이죠.	파일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

고	티셔츠	색깔로	무슨	색을	원하시나요?

여:		하얀색이요.

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몇	장	필요하세요?

여:		50장이요.	그것이	얼마일까요?

남:		티셔츠	한	장당	15달러입니다.	하지만	50장	이상의	주문에	

대해서는	10퍼센트가	할인됩니다.

여:		아,	잘됐네요.	그리고	6월	7일까지	그것들을	받고	싶어요.	그

것이	가능할까요?

남:		대략	10일	정도	걸리니,	가능하겠네요.	파일을	받은	뒤	샘플	

디자인을	보내	드릴게요.

여:		좋습니다.	파일을	바로	이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남: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환경	캠페인	단체	티셔츠	주문

[Solution]	여자가	주문하려는	티셔츠에	대해	로고,	색상,	수량,	

가격	할인만	언급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⑤	‘배송	장소’

이다.

[Words & Phrases]
environment�환경���related�to�~와�관련�있는

1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ello,	students.	This	is	Ms.	Griswold,	your	literature	

teacher.	 For	 students	 who	 love	 writing	 poems,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2020	Young	Poets	

Competi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submit	one	or	 two	poems	of	

50	 lines	 or	 less.	The	 poems	 must	 be	 on	 one	 of	

the	 following	 three	 themes:	 friendship,	 family,	

or	dreams.	And	we	want	you	 to	be	as	creative	as	

possible,	 because	 creative	 styles	 are	 welcome		

rather	than	traditional	poetry	with	rhyme.	Be	aware	

that	participants	 should	 submit	 their	poems	as	a	

computer	file	to	youngpoetscompetition@tmail.com	

by	May	10.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May	31	

after	being	judged	by	a	group	of	local	poets.	Don’t	

miss	out	on	this	fun	competition!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문학	교사인	

Griswold	선생님입니다.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

에게	2020	Young	Poets	Competition이	얼마	남지	않았

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50
행	이하의	시	한두	편을	제출하세요.	시는	다음	세	가지	주제,	

즉	우정,	가족	또는	꿈	중	하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리고	저희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창의적이기를	원하는데	운

이	있는	전통적인	시보다는	창의적인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

입니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파일로	자신들의	시를	5월	10일

까지	youngpoetscompetition@tmail.com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한	그룹의	지역	시인	

들이	심사한	뒤에	5월	31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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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Topic & Situation]	2020	Young	Poets	Competition	개최

[Solution]	2020	Young	Poets	Competition과	관련하여	우

정,	가족	또는	꿈이라는	세	가지	주제	중	하나에	관한	시를	제출해

야	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	‘참가

자는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시를	써야	한다.’이다.

[Words & Phrases]
poem�시���inform�알리다���submit�제출하다���creative�창의적인���

rhyme�(시의)�운

1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Daniel,	can	you	help	me	choose	an	alarm	clock?	

I	 found	a	website	 that	has	some,	but	 I’m	not	sure	

which	one	to	get.
M:	 	Okay.	You	could	always	just	go	for	the	cheapest	one.
W:	 	I	was	 thinking	of	 that,	but	 the	cheapest	clock	here	

looks	 really	 outdated.	 I’d	 rather	 get	 one	 of	 the	

others.
M:	 	All	right.	And	how	about	getting	one	of	these	with	

a	USB	charging	port?	It’ll	be	convenient	to	charge	

your	alarm	clock.
W:	 	Good	point.	That’s	what	I’ll	do.
M:	 	And	I’d	also	recommend	one	with	a	display	dimmer,	

especially	if	you	get	bothered	by	light	when	you’re	

trying	to	sleep.
W:	 	I’ll	take	the	ones	with	a	display	dimmer.	So	I	guess	

it’s	down	to	these	two.
M:	 	It	just	comes	down	to	the	consumer	rating.
W:	 	Hmm,	 this	one	has	a	higher	 rating	 than	 the	other	

one.	I	 think	it’s	worth	the	money	to	get	 the	higher	

rated	one.
M:	 	I	agree.	That’s	the	one	I’d	choose.
W:	 	I’ll	also	choose	that.	Thanks	for	helping	me.

여:		Daniel,	내가	알람시계	고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몇	가지

가	있는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어떤	것을	살지	잘	모르겠어.

남:		알겠어.	너는	항상	그냥	가장	싼	것으로	할	수도	있어.

여: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가장	저렴한	것은	정말	구식처럼	보여.	

차라리	나머지	중	하나를	택할래.

남:		알겠어.	그리고	USB	충전	단자가	있는	이것들	중	하나를	

택하면	어떨까?	알람시계를	충전하기가	편리할	거야.

여:		맞는	말이네.	그렇게	할게.

남:		그리고	특히	네가	자려고	할	때	불빛에	방해를	받는다면	화면	

조광기도	있는	것을	나는	추천해.

여:		나는	화면	조광기가	있는	것들로	할래.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남은	것	같네.

남:		결국	소비자	평점으로	결정해야겠구나.

여:		음,	이것이	다른	것보다	평점이	더	높아.	내	생각에는	평점이

더	높은	것을	사는	것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을	거야.

남:		맞아.	그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야.

여:		나도	그것으로	선택할래.	도와줘서	고마워.

[Topic & Situation]	알람시계	구입

[Solution]	여자가	남자의	도움을	받아	알람시계를	고르면서	가

장	저렴한	것은	제외하고	USB	충전	단자와	화면	조광기가	있는	

두	개	중에서	소비자	평점이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하겠다고	했으므

로,	여자가	구입할	알람시계는	④이다.

[Words & Phrases]
outdated�구식의���dimmer�조광기(빛�조절�장치)���worth�~의�가치가�

있는

1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i,	Ryan.	Where	are	you	going?
M:	 	Hi,	Claudia.	It’s	great	to	see	you.	I’m	on	my	way	to	

the	library	to	return	this	book.
W: 	Is	that	The Keys to Success?
M: 	Yes,	do	you	know	it?
W: 		I	read	it	 last	year.	I	use	one	of	 the	methods	all	 the	

time.
M:	 	Which	one?
W:	 	Do	you	 remember	 James	Harden,	 the	 successful	

businessman?	He	started	getting	up	at	5	after	he	

failed	in	his	first	business.
M:	 	I	remember	that.	So	you	get	up	early	every	day?
W:	 	Yes.	 I	wake	up	at	5,	 and	 read	books	or	 exercise	

before	going	to	school.
M:	 	Wow!	I	wanted	to	try	it	myself,	but	I’m	not	sure	if	I	

can	do	that.	Isn’t	it	too	hard?
W:	 	It	was	at	first,	but	you’ll	get	used	to	it	after	a	couple	

of	weeks.	The	extra	time	you	gain	will	change	your	

life.
M:	 	I	see.	I’ll	try	getting	up	early	to	make	more	time	to	

use	in	my	day.

여:		안녕,	Ryan.	어디	가니?

남:		안녕,	Claudia.	만나서	반가워.	이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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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실

전
편

가는	중이야.

여: 	그것이	The Keys to Success니?	

남:	응,	그것을	아니?

여: 	그것을	작년에	읽었어.	나는	그	방법	중	하나를	항상	사용해.	

남:		어떤	거?

여:		성공한	사업가인	James	Harden을	기억하니?	그는	첫	사업

에서	실패한	후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잖아.

남:		기억이	나.	그래서	너는	매일	일찍	일어나니?

여:		응.	나는	5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책을	읽거나	운동

을	해.

남:		와!	나도	그것을	스스로	시도해	보고	싶었는데	내가	할	수	있

을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지	않니?

여:		처음에는	그랬지만,	몇	주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질	거야.	네

가	추가로	얻은	시간이	네	인생을	바꾸게	될	거야.

남:		알겠어.	하루	동안	쓸	더	많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도해	볼게.

[Topic & Situation]	일찍	일어나는	습관의	장점

[Solution]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아침	일찍	일

어나는	습관을	들이게	된	여자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는	

남자에게	몇	주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하면서	그	추가로	얻은	

시간이	인생을	바꿔	줄	거라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알겠어.	하루	동안	쓸	더	많은	시간

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도해	볼게.’이다.

①	고마워.	찾자마자	그	책을	너한테	빌려줄게.

②	미안해.	오늘	도서관에	내가	그	책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할게.

③	네가	틀렸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

⑤	아니야.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방법

이	없어.

[Words & Phrases]
return�반납하다���have�something� in�common�공통점이�있다���

run�운영하다

1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i,	Sophia.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you	

at	the	gym.
W:	 	Hey,	Tyler.	I	went	to	Canada	with	a	friend	for	 two	

weeks,	so	I	couldn’t	come	to	work	out.
M:	 	Oh,	I	see.	How	was	your	trip	to	Canada?
W:	 	It	wasn’t	that	good.	It	would’ve	been	much	better	

if	I’d	traveled	alone.
M:	 	Why	do	you	say	that?

W:	 	I’d	never	traveled	with	others	before,	but	I	 thought	

it’d	be	okay	to	travel	with	my	best	friend.	But	I	was	

wrong.

M:	 	What	happened?

W:	 	Nothing	specific.	Our	styles	are	just	so	different.	I	

like	to	always	be	doing	something	and	want	to	go	to	

as	many	places	as	possible	when	I	travel.

M:	 	Ah,	but	your	friend	likes	to	just	stay	in	one	place.

W:	 	Exactly.	Our	different	 travel	styles	made	me	regret	

this	trip.

남:		안녕,	Sophia.	체육관에서	본	이후로	오랜만이야.

여:		안녕,	Tyler.	친구랑	2주	동안	캐나다에	가	있어서	운동하러	

올	수가	없었어.

남:		아,	그렇구나.	캐나다	여행은	어땠어?

여: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혼자	여행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

남:		왜	그렇게	말하니?

여:		내가	전에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해	본	적이	없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와	여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

가	틀렸어.

남:		무슨	일이	있었니?

여:		특별한	일은	없었어.	우리	스타일이	그저	너무	달라.	여행할	

때	나는	항상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많은	장소

를	가	보고	싶거든.	

남:		아,	하지만	네	친구는	한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구나.

여:		맞아.	우리의	다른	여행	스타일이	내가	이	여행을	후회하게	

만들었어.

[Topic & Situation]	여행	스타일이	다른	친구와의	여행

[Solution]	여자가	가장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갔었지만	서로	여행	

스타일이	달라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많은	장소에	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하자	남자가	‘네	친구는	한곳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맞아.	우리의	다른	여행	스타일이	

내가	이	여행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이다.

①	물론이지.	내가	좋은	여행사	직원을	찾아줄게.

②	미안해.	지금부터	운동하는	것을	거르지	않을게.

③	맞는	말이야.	우리는	여행	중에	운동을	했어야만	했어.

⑤	아니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여행했을	때	내	친구는	달랐어.

[Words & Phrases]
work�out�운동하다��� travel�agent�여행사�직원���skip�거르다���

regret�후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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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Daniel	 is	 a	 newly	 hired	 employee	 at	 a	 trading	

company.	He’s	very	enthusiastic	and	eager	to	learn,	

which	 impresses	 all	 of	 the	 employees.	One	day	

Charlotte,	a	manager	in	his	department,	asks	Daniel	

to	call	a	seller	to	place	an	order	for	a	certain	product.	

After	a	 few	days,	Charlotte	 finds	out	 that	Daniel	

forgot	 to	do	 it	since	he	was	really	busy.	Charlotte	

calls	the	seller	herself,	and	fortunately,	finds	out	it’s	

not	too	late	to	place	the	order	Daniel	was	supposed	

to	make.	Hearing	 this,	Daniel	 feels	very	sorry	for	

his	mistake.	Charlotte	wants	 to	comfort	him	and	

encourage	him	not	 to	make	 the	mistake	agai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Charlotte	most	likely	say	

to	Daniel?
Charlotte:	Don’t	worry.	I	just	want	you	to	try	your	best	

not	to	repeat	the	mistake.

남:		Daniel은	무역	회사에	새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이고	몹시	배우고	싶어	해서,	그것이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어느	날	그의	부서	관리자인	Charlotte
은	Daniel에게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특정	상품을	주문하라

고	요청합니다.	며칠이	지나	Charlotte은	Daniel이	정말	

바빠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Charlotte은	직접	그	판매자에게	전화하고,	다행히	Daniel
이	하기로	했던	주문을	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음을	알게	됩

니다.	이것을	듣고서	Daniel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정말	미

안해합니다.	Charlotte은	그를	위로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

지	말라고	독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Charlotte
은	Daniel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Charlotte: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Topic & Situation]	신입사원의	제품	미주문

[Solution]	열정적이고	열심히	배우려는	신입사원인	Daniel이	

너무	바빠서	Charlotte이	부탁한	일을	잊어버리자	Charlotte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했고,	미안해하는	Daniel을	위로하고	그러

한	실수를	다시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Charlotte이	Daniel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걱정하

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할	뿐입니다.’이다.

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품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물

건은	아니었어요.

②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신은	자기	일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③	그럼요.	우리는	다른	판매자에게	그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습

니다.

④	안타깝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은	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낫겠어요.

[Words & Phrases]
hire�고용하다���employee�직원,�고용인���trading�company�무

역�회사���enthusiastic�열정적인���eager�몹시�~하고�싶어�하는���

place�an�order�주문하다���comfort�위로하다

16~17 정답 16 ④  17 ③

[Script & Translation]
M:	 	Hell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here	

‘Talk	with	Mathematicians’	 today.	 I’m	Professor	

Mark	Schmidt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As	

parents,	you	probably	know	that	young	kids	can	find	

mathematics	difficult	and	boring.	Parents	struggle	to	

find	ways	to	make	learning	math	fun	for	their	kids.	

Here	are	plenty	of	easy	and	fun	activities	 to	help	

develop	your	children’s	math	skills	through	cooking.

For	 example,	while	 baking,	 you	use	measuring	

tools	 such	as	a	 teaspoon.	You	can	ask	your	child	

to	measure	out	various	units	of	 ingredients	using	

simple	 mathematical	 language	 like	 “Can	 you	

measure	out	 two	teaspoons	of	salt?”	You	can	also	

teach	them	about	volumes	when	mixing	beverages	

such	as	iced	tea.	Give	them	a	jug	and	have	them	fill	

it	with	different	amounts,	such	as	one-half	or	one-

third.	You	can	also	 introduce	 time	while	cooking.	

For	example,	when	baking	a	cake,	have	 them	set	

the	timer	on	the	oven.	Or	when	cooking	something	

that	 takes	a	 short	amount	of	 time,	have	 them	set	

a	stopwatch.	So	simple,	 right?	Try	 these	 ideas	 to	

have	your	child	have	fun	and	learn.	Are	 there	any	

questions?

남: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수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olorado	

주립대학의	Mark	Schmidt	교수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여러

분은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일이	되게	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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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리를	통해	여러분	자녀들의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	도

움이	되는	쉽고	재미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굽는	동안	티스푼과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소금	두	티스푼을	재어	주겠니?”와	같은	간단한	수학	언

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단위의	재료를	아이에게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티와	같은	음료를	섞을	때	

그들에게	부피에	대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전

자를	주고	2분의	1	또는	3분의	1과	같이	다른	양으로	그것을	

채우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또한	요리하는	동안	시간에	대하

여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구울	때	그들

이	오븐에	타이머를	설정하도록	하세요.	또는	시간이	적게	걸

리는	어떤	것을	요리할	때	그들에게	스톱워치를	설정하게	하

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가	재미를	느

끼며	배울	수	있게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보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Topic & Situation]	요리를	통해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

[Solution]	

16	남자는	많은	아이들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수학을	요리

를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남

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요리	활동을	통해	아

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①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기본	수학	개념

②	요리하는	동안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③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	이유

⑤	아이들과	요리를	할	때	부모들이	준비해야	할	도구

17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한	요리	활동에서	사용하는	도구

로	티스푼,	주전자,	오븐,	스톱워치가	언급되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③	‘저울’이다.

[Words & Phrases]
mathematician�수학자���mathematics�수학���measuring�tool�

측정�도구���ingredient�재료���beverage�음료���jug�(주둥이가�있고�

손잡이가�달린)�주전자[병]���concept�개념���subject�과목

25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78~183쪽

�01�④� 02�②� 03�③� 04�①� 05�②� � 06�③
�07�⑤� 08�④� 09�③� 10�④� 11�④� 12�③
�13�⑤� 14�③� 15�⑤� 16�②� 17�⑤�

0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Andy,	 are	you	 ready	 for	 the	 school	 talent	 show	

tomorrow	night?
M:	 	I	 think	so.	I’ve	practiced	a	 lot.	Are	you	coming	to	

see	my	hip-hop	performance?
W:	 	Of	course!	Can	you	tell	me	when	your	turn	is?
M:	 	Yeah.	I’ll	check	the	performance	order	and	let	you	

know.

여:		Andy,	내일	밤에	있을	학교	장기자랑	준비는	되었어?

남:		그런	거	같아.	연습을	많이	했어.	너	내	힙합	공연	보러	올	거지?

여:		당연하지!	네	차례가	언제인지	알려	줄래?

남:		응.	공연	순서를	확인하고	알려	줄게.

[Topic & Situation]	학교	장기자랑	준비

[Solution]	남자와	여자가	내일	밤에	있을	학교	장기자랑에	관하

여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힙합	공연을	할	예정이고	여자가	남자의	

공연	차례가	언제인지	알려	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

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응.	공연	

순서를	확인하고	알려	줄게.’이다.

①	응.	학교	장기자랑이	내일	밤이야.

②	물론이지.	공연은	약	15분	후에	다시	시작할	거야.

③	미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⑤	설마.	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약간	초조해.

[Words & Phrases]
talent�show�장기자랑���turn�(무엇을�할)�차례,�순번���nervous�초조

해하는,�불안해하는

02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Mom,	I	can’t	believe	the	size	of	this	shopping	mall.
W:	 	I	 know.	We’ve	been	here	 for	 two	hours	 and	we	

haven’t	been	everywhere.	 I’m	already	 tired.	How	

about	getting	lunch?
M:	 	Sounds	good.	I	heard	there’s	a	really	good	Mex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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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restaurant	called	Taco	Doce	here.	But	I’m	not	sure	

where	it	is.
W:	 	Let	me	take	a	look	at	the	map	of	the	mall.

남:		엄마,	이	쇼핑몰	크기를	믿을	수	없어요.

여: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여기	두	시간	동안	있었는데	다	다니

지를	못했구나.	난	이미	지쳤구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은	

어떠니?

남:		좋아요.	여기	Taco	Doce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멕시코	식당

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		내가	쇼핑몰의	지도를	볼게.

[Topic & Situation]	쇼핑몰	길	찾기

[Solution]	여자가	쇼핑몰이	너무	커서	다	다니지를	못했다고	하

면서	지쳤으니	점심을	먹자고	하자	남자가	Taco	Doce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멕시코	식당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

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내가	쇼핑몰의	지도를	볼게.’이다.

①	우리가	멕시코에	가면	거기	갈	거야.

③	이	메뉴에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구나.

④	자리가	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⑤	넌	또	다른	쇼핑몰로	쇼핑을	하러	가도	된단다.

[Words & Phrases]
Mexican�멕시코의���take�a�look�at�~을�보다

0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everyone!	I’m	Claudia	Cho,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I’m	happy	to	share	some	good	news	

with	you.	Maybe	you	sometimes	 lose	 things	 like	

pens	and	highlighters.	Well,	now	you	won’t	have	to	

go	far	to	get	new	ones	because	the	school	stationery	

store	opens	next	Monday!	 It’ll	be	 located	 in	 the	

lobby	of	 the	main	building	and	 it’ll	be	open	from	

9	a.m.	 to	5	p.m.	Just	 tap	your	student	 ID	card	 to	

enter,	grab	what	you	need,	and	check	out	at	the	self-

checkout	station.	Initially,	there	will	just	be	the	most	

basic	items,	but	we’ll	get	more	products	in	lat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school	council	

website.	Come	and	check	it	out!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	Claudia	Cho입니다.	여

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아마도	여

러분은	때때로	펜이나	형광펜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

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새것을	사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

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문구점이	다음	주	월요일

에	개점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본관	로비에	위치할	예정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

분의	학생증을	대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집어,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세요.	초기에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물품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제품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학생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오셔서	보세요!

[Topic & Situation]	교내	(무인)	문구점	개점

[Solution]	학생회장인	여자는	학교	문구점이	다음	주	월요일에	

개점하는	것을	알리면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

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교내	문구점	

개점을	홍보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student�council�학생회���highlighter�형광펜���stationery�문구류���

tap�(가볍게)�톡톡�치다[두드리다]���initially�초기에,�처음에

04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Jeff,	how	was	your	trip	to	Italy?
M:	 	Awesome!	Here,	 let	me	show	you	some	pictures	

from	my	trip.	This	is	the	Milan	Cathedral.
W:	 	Wow!	 It’s	 so	beautiful!	But	why	are	 the	pillars	

different	colors?
M:	 	Because	they’re	being	restored.	The	lighter-colored	

ones	have	already	been	restored,	and	the	darker	ones	

haven’t	been	restored	yet.
W:	 	Was	 it	 intentional	 to	make	 the	restored	ones	stick	

out?
M:	 	Yeah.	It’s	actually	one	of	 the	guiding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All	change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original.
W:	 	I	see.
M:	 	Another	important	principle	is	that	the	object	being	

restored	must	be	restored	to	its	original	condition.
W:	 	What	do	you	mean	by	that?
M:	 	Well,	 let’s	say	someone	restores	a	piece	of	pottery	

by	 attaching	 some	 reproduced	 pieces	 to	 it.	 If	

eventually	someone	finds	 the	original	pieces,	 they	

need	 to	 replace	 the	 reproduced	piece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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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ones.
W:	 	That	makes	sense.
M:	 	Right.	It’s	really	important	to	maintain	the	original	

state.

여:		Jeff,	이탈리아	여행은	어땠어?

남:		무척	좋았어!	여기	내	여행	사진을	좀	보여	줄게.	이건	밀라노	

성당이야.

여:		와!	매우	아름다워!	근데	왜	이	기둥들은	다른	색깔이야?

남:		왜냐하면	그것들은	복원되고	있는	중이라서.	더	밝은	색깔의	

것들은	이미	복원된	것이고	더	어두운	것은	아직	복원되지	않

은	거야.

여:		복원된	것을	눈에	띄게	한	것은	의도적인	거야?

남:		응.	사실	그것이	문화유산	복원의	지표가	되는	원칙	중	하나

야.	모든	변화는	원래의	것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해.

여:		그렇구나.

남: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복원	중인	것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

어야	한다는	거야.

여:	그게	무슨	뜻이야?

남:		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복제한	조각	몇	개를	도자기에	붙

여서	도자기	한	점을	복원한다고	해	봐.	결국에	누군가가	원

래의	조각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	복제한	조각을	원래의	것

으로	교체해야	해.

여:		일리가	있네.

남:		맞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

[Topic & Situation]	문화재	복원의	원칙

[Solution]	두	사람은	밀라노	성당	사진을	보며	여자가	기둥	색깔

이	서로	왜	다른지	묻자	남자는	복원된	것을	복원되지	않은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해야	하고,	복원된	것은	원래의	상태

로	복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재	복원의	원칙’이다.

[Words & Phrases]
pillar�기둥���restore�(건물·예술�작품·가구�등을)�복원하다,�복구하다���

intentional�의도적인���stick�out�눈에�띄다,�잘�보이다���guiding�지표

가�되는,�지도하는���cultural�heritage�문화유산���distinguishable�구

별할�수�있는���let’s�say�예를�들면���reproduce�복제하다���state�상태

05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Excuse	me,	I’m	here	to	meet	Melissa	Garcia.
W:	 	Ah,	are	you	George	Harvey?	I’m	Melissa.	We	talked	

on	the	phone	last	week.

M:	 	Yes,	it’s	nice	to	meet	you	in	person.

W:	 	Nice	 to	meet	you,	 too.	Did	you	make	 it	here	all	

right?

M:	 	Yes.	I’ve	been	here	many	times	before.

W:	 	Good.	Let’s	go	 to	my	office.	[Pause]	Please	have	

a	seat.	We’ve	looked	over	your	works	and	they	fit	

perfectly	with	our	gallery’s	mission.

M:	 	I’m	so	glad	 to	hear	 that.	After	seeing	some	of	 the	

works	you’re	currently	showing,	I	felt	mine	would	

fit	in.	I	also	use	bright	colors	and	emphasize	the	play	

of	natural	light.

W:	 	So	I	thought	the	West	Hall	would	be	good	for	you.	

It	gets	natural	sunlight,	which	will	complement	your	

paintings.

M:	 	That	sounds	perfect.

W:	 	How	many	pieces	would	you	like	to	put	on	display?

M:	 	It’s	my	 first	 exhibition,	 so	not	 too	many.	About	

twenty,	including	five	sketch	books.

W:	 	That’d	work.	We’d	be	glad	 to	display	 them.	How	

about	I	go	show	you	the	room?

M:	 	Sure.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남:		실례합니다.	Melissa	Garcia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여:		아,	George	Harvey	씨인가요?	제가	Melissa예요.	지난주

에	통화했죠.

남:		네,	직접	뵈니	반갑습니다.

여: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오시는	데	괜찮으셨어요?

남:		네.	전에	여기	많이	왔었어요.

여:		잘됐네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잠시	후]	앉으세요.	우리가	

당신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우리	갤러리의	사명과	완벽하게	

맞았어요.

남: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현재	전시	중인	작품을	좀	보

고	나니,	제	작품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느꼈어요.	저도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자연광의	반짝임을	강조해요.

여:		그래서	West	Hall이	당신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연

스러운	햇빛이	있어서	당신의	그림을	보완해	줄	거예요.

남:		완벽하네요.

여:		몇	작품을	전시하고	싶으세요?

남:		첫	번째	전시회라서	그리	많지	않아요.	다섯	개의	스케치북을	

포함해서	대략	20점	정도예요.

여: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것들을	전시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제

가	그	공간을	가서	보여	드릴까요?

남:		물론이죠.	그곳을	보는	것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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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Situation]	화가의	첫	번째	전시회

[Solution]	여자는	남자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그들의(여자의)	갤

러리의	사명과	잘	맞는다고	하고,	남자는	현재	전시	중인	작품을	

좀	보니	자신의	작품이	잘	어울리는	거	같다고	하면서	밝은	색상

을	사용해서	자연광의	반짝임을	강조한다고	하자	여자가	남자의	

작품을	보완해	줄	West	Hall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화가		-	미술관	직원’이다.

[Words & Phrases]
in�person�직접���look�over�~을�살펴보다���mission�사명,�임무���

fit�맞다,�적절하다���play�(빛이나�미소가�가볍게�움직이듯)�반짝거림,�스

침���complement�보완하다���put�~�on�display�~을�전시하다����

look�forward�to�~을�기대하다

06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James,	 I	 really	 like	 this	booth	 for	your	 invention	

club	exhibition	show.	Are	you	almost	done	setting	

up?
M:	 	Yes,	we	are.
W:	 	I	see	you	put	your	Thomas	Edison	Prize	sign	below	

the	picture	of	the	light	bulb.
M:	 	Yeah,	we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e	won!
W:	 	Is	 the	bike	next	 to	 the	 sign	your	award-winning	

invention?
M:	 	Yes.	It	has	our	special	wheels	made	of	special	rubber	

for	riding	on	wet,	slippery	surfaces.
W:	 	So	 that’s	why	you	put	 that	bicycle	wheel	on	 the	

table,	too.
M:	 	Yeah,	 so	people	can	 look	at	 the	 tire	up	close	and	

touch	it.
W:	 	What	are	you	going	to	put	on	those	empty	shelves	

on	the	right?
M:	 	Brochures	for	our	club.	We’re	getting	them	printed	

today.
W: 		Good	idea.	Why	did	you	hang	those	cards	on	that	

bulletin	board?
M: 		They’re	congratulation	 letters	we’ve	 received	 for	

winning	the	prize.	
W:	 	Cool!	I’ll	stop	by	later!

여:		James,	너의	발명	동아리	전시회를	위한	이	부스가	정말	좋

다.	설치는	거의	된	거야?

남:		응,	거의.

여:		전구	그림	아래	너희의	Thomas	Edison	Prize	표지판을	두

었구나.

남:		응,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상	받은	것을	알기를	바라거든!

여:		그	표지판	옆에	있는	자전거가	너희가	상을	받은	발명품이야?	

남:		응.	그것은	물기	있고	미끄러운	표면에서	타기	위한	특별한	

고무로	만들어진	우리의	특별한	바퀴를	갖고	있어.

여:		그래서	탁자	위에도	자전거	바퀴를	둔	거구나.

남: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타이어를	가까이에서	보고	만져	볼	

수	있어.

여:		오른쪽에	저	비어	있는	선반	위에는	무엇을	둘	거야?

남:		우리	동아리	책자.	오늘	그것들을	인쇄할	거야.

여: 	좋은	생각이네.	저	게시판에	있는	저	카드들은	왜	걸어	놨어?	

남: 	그건	우리가	상을	타서	받은	축하	편지들이야.	

여:		멋지다!	나도	나중에	잠시	들를게!

[Topic & Situation]	발명	동아리	전시회

[Solution]	탁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두었다고	했으나	그림에는	

탁자	앞	바닥에	자전거	바퀴가	있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Words & Phrases]
booth�부스,�작은�공간���sign�표지판,�간판���light�bulb�전구���award-

winning�상을�받은���rubber�고무��brochure�(안내·광고용)�책자���

bulletin�board�게시판���stop�by�잠시�들르다

07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Ms.	Chan,	 is	everything	ready	for	 today’s	special	

lecture?
W:	 	Yes,	almost.
M:	 	Good.	The	stage	for	the	lecture	looks	great!
W:	 	I’m	glad	you	think	so.	I’m	looking	forward	to	 the	

lecture.	I’ve	been	a	fan	of	the	speaker’s	cartoons	for	

a	long	time.
M:	 	Me,	 too.	The	 students	 are	 also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It’s	great	that	the	lecture	will	

be	broadcast	live	on	the	Internet,	too.
W:	 	I	 know!	 I’ve	 set	 up	 the	 camera	 and	 wireless	

microphone.
M:	 	Have	you	decided	where	the	speaker	will	be	on	the	

stage?
W:	 	Yeah.	Over	on	that	side.	I	think	it’ll	be	the	best	angle	

for	the	broadcast.
M:	 	Sounds	good.	I	 think	we	should	put	small	sti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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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age	where	the	speaker	will	stand.
W:	 	Great	 idea.	Could	you	do	that	for	me?	And	I’ll	go	

put	the	projector	screen	on	stage	behind	him.
M:	 	Sure.	Oh,	 the	speaker	should	be	here	any	minute.	

Who	is	bringing	him	here	to	the	auditorium?
W:	 	The	principal	will	do	that.
M:	 	Perfect.

남:		Chan	선생님,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

어요?

여:		네,	거의요.

남:		좋네요.	강연을	위한	무대가	멋져요!

여: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뻐요.	저는	강의가	기대돼요.	저는	

오랫동안	강연자의	만화	팬이었어요.

남:		저도요.	학생들	또한	정말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강연이	인터넷에서	생중계로	방송되는	것도	멋져요.

여:		맞아요!	카메라와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어요.

남:		강연자가	무대에	있을	곳은	결정하셨어요?

여: 		네.	저쪽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곳이	방송을	위한	가장	최적

의	각도인	것	같아요.

남:		훌륭해요.	강연자가	무대	위에	서	있을	곳에	우리가	작은	스

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저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가서	무대	위	그분	뒤에	프로젝터	스크린을	놓을게요.

남:		물론이죠.	아,	강연자가	곧	여기	오시겠어요.	누가	그를	여기	

강당으로	모시고	오나요?

여:		교장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남:		완벽하네요.

[Topic & Situation]	만화가	강연	생중계

[Solution]	여자는	인터넷에서	생중계로	방송되는	강연	계획을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강연자가	무대	위에	서	있을	곳에	작

은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남자에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무대	위에	강연자의	위치	표시하기’이다.

①	무대	위에	프로젝터	스크린	놓기

②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각도	찾기

③	카메라와	무선	마이크	설치하기

④	강당으로	강연자	모시고	오기

[Words & Phrases]
broadcast�방송하다;�방송��� live�생중계로,�생방송으로���wireless�

무선의���angle�각도�� �auditorium�강당�� � film�촬영하다,�찍다���

position�위치

08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i,	Ms.	Elliot.	What	are	you	working	on?

W:	 	Oh,	Mr.	Adams.	I’m	looking	to	make	a	reservation	at	

a	restaurant	for	our	team	business	trip	in	Markham	

next	week.

M:	 	Have	you	found	a	nice	place?

W:	 	I	 think	this	one	looks	good.	It’s	called	Amber.	It’s	

one	of	the	oldest	restaurants	in	the	area.

M:	 	Oh,	is	that	where	we	went	last	year	while	we	were	

in	Markham	on	business?	

W:	 	No.	This	is	a	different	place.	That	restaurant	is	really	

good,	but	it’s	closed	for	renovation	now.

M:	 	I	see.	I	love	their	food,	but	Amber	also	looks	nice.

W:	 	Yeah,	 and	we’re	going	 to	have	 a	 small	 party	 to	

celebrate	Ms.	Cho’s	promotion.

M:	 	Does	 this	 place	 have	 private	 rooms	 for	 small	

gatherings?

W:	 	Yes,	it	does.	That’s	the	main	reason	I	chose	it.	The	

private	rooms	really	look	nice.

M:	 	Perfect!

W:	 	It’s	 a	 little	 far	 from	 downtown,	 but	 it’s	 still	

convenient	enough.

M:	 	I	agree.	Nice	job	finding	this	place.

남:		안녕하세요.	Elliot	씨.	뭐	하고	있어요?

여:		아,	Adams	씨.	다음	주	Markham으로	가는	우리	팀	출장

을	위한	식당을	예약하려고	보고	있어요.

남:		멋진	장소를	찾았어요?

여:		제	생각에는	이곳이	좋아	보여요.	Amber라고	하는	곳이에

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하나예요.	

남:		아,	그곳이	작년에	Markham으로	출장	간	동안	우리가	갔던	

곳인가요?

여:		아니요.	이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	식당은	정말	좋은데	지금

은	수리로	문을	닫았어요.

남:		그렇군요.	저는	거기	음식이	좋아요,	그런데	Amber도	좋아	

보여요.

여:		네,	그리고	우리가	Cho	씨의	승진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남:		이곳은	작은	모임을	위한	개별	공간이	있어요?

여:		네,	있어요.	그게	제가	그곳을	선택한	주된	이유예요.	개별	공

간이	정말	멋져	보여요.

남:		완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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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내에서	조금	멀지만,	그래도	충분히	편리해요.

남:		동의해요.	이런	장소를	찾다니	잘했어요.

[Topic & Situation]	승진	파티를	위한	식당	예약

[Solution]	여자가	Cho	씨의	승진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할	예

정이기	때문에	Amber	식당의	개별	공간이	멋지다고	말하고	있

으므로,	여자가	Amber	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④	‘개별	공간이	있

어서’이다.

[Words & Phrases]
business�trip�출장���renovation�수리���celebrate�기념하다,�축하

하다���promotion�승진,�진급

09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Melton	VR	Game	Center.	How	may	I	help	you?
W: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class	of	

students	for	next	Tuesday.
M:	 	Okay.	How	many	students	and	what	time	during	the	

day?
W:	 	It’s	 for	10	students.	And	we’d	 like	 it	 for	2	hours,	

from	2	to	4	o’clock.
M:	 	Okay.	Let	me	check.	[Typing sound]	Yes,	that	would	

work	out.
W:	 	Great!	How	much	does	it	cost?
M:	 	It’s	$15	per	 student	per	hour.	And	we	offer	a	10	

percent	discount	per	student.
W:	 	That’s	great.	And	do	you	have	lockers	students	can	

use?
M:	 	Yes.	They’re	normally	$1	per	locker,	but	it’s	free	for	

groups	of	10	or	more.
W:	 	Sounds	good.
M:	 	All	right.	Would	you	like	to	pay	online?
W:	 	Sure,	I’ll	do	that	right	now.

[전화벨이	울린다.]

남:		Melton	VR	Game	Center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반	학생들을	위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남:		좋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고	그날	중	몇	시인가요?

여:		10명이요.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		좋네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남:		학생	1명당	1시간에	15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	1명당	

10퍼센트	할인을	제공합니다.

여:		그거	잘됐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물품	

보관함이	있을까요?

남:		네.	그것들은	보통	1개당	1달러이지만,	10명	이상의	그룹은	

무료	사용입니다.

여:		잘됐네요.

남: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지금	바로	할게요.

[Topic & Situation]	VR(가상현실)	Game	예약

[Solution]	학생	1명당	1시간에	15달러인	VR	Game	Center
를	학생	10명이	2시간	동안	예약하고,	학생이므로	10퍼센트	할

인을	받는다고	했고,	개인	물품	보관함	사용은	10명	이상	그룹이	

무료라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270’이다.

[Words & Phrases]
make�a�reservation�예약하다���work�out�(일이)�잘�풀리다,�좋게�

진행되다���cost�(값·비용이)�~이다[들다]

10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Logan,	what	are	you	doing	on	your	smartphone?
M:	 	I’m	looking	up	a	good	volunteer	program	to	 join.	

This	one	sounds	pretty	interesting.
W:	 	What	is	it?
M:	 	It’s	called	Books	for	the	Blind.	The	volunteers	in	the	

program	make	audio	books	and	print	books	using	a	

reading	system	for	blind	people.
W:	 	That	does	sound	cool.	Can	anybody	join?
M:	 	Yeah,	 it	 says	 they’re	 looking	 for	 a	 lot	 of	 new	

volunteers.	The	program	meets	at	the	city	library.
W:	 	That’d	work	for	me.	Does	 it	 say	when	volunteers	

meet	up?
M:	 	Yeah.	They’ve	 rented	 a	 room	 in	 the	 library	 and	

it’s	open	from	1	p.m.	 to	9	p.m.	on	weekdays,	and	

volunteers	can	drop	in	anytime.	And	it	starts	on	June	

15th,	a	couple	weeks	after	summer	break	starts.
W:	 	Cool!	I	wonder	how	we	can	sign	up.
M:	 	Online.	We	just	have	to	click	on	this	and	fill	out	the	

online	application	form.	Let’s	do	it	right	now.
W:	 	Okay.	I’ll	do	it	on	my	phone.

여:		Logan,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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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참여할	만한	좋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어.	이게	

꽤	재미있어	보여.

여:		그게	뭔데?

남:		Books	for	the	Blind라는	거야.	그	프로그램의	봉사자들이	

오디오	북을	만들고	시각	장애인를	위한	문자	시스템을	활용

해서	책을	인쇄하는	거야.

여:		정말	멋질	거	같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남:		응,	많은	새로운	봉사자를	찾고	있대.	그	프로그램은	시립	도

서관에서	모인대.

여:		그거	마음에	드네.	봉사자들은	언제	만난다고	되어	있어?

남:		응.	그들은	도서관에	공간을	하나	빌려서	주중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려	있어서	봉사자들은	아무	시간이나	잠깐	

들를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2주	후인	

6월	15일에	시작해.

여:		좋다!	우리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남:		온라인으로.	이것을	그저	클릭해서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입

력만	하면	돼.	지금	바로	그것을	하자.

여:		그래.	난	내	전화기로	할게.

[Topic & Situation]	시각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Solution]	두	사람은	Books	for	the	Blind	활동에	관해	대화

를	나누고	있는데,	활동	내용,	활동	장소,	활동	시간,	신청	방법은	

언급되었지만,	④	‘신청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meet�up�(시간을�정하여)�만나다���drop�in�잠깐�들르다���sign�up�신

청하다,�등록하다

1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everyone!	 I’m	Patricia	Wilson,	 president	

of	 the	Engineering	Student	Council	 at	Cornhill	

University.	 I’m	happy	 to	announce	 the	upcoming	

2020	Engineering	Open	House.	 It’ll	 be	held	on	

March	20th	and	the	21st.	All	the	events	and	exhibits	

are	 completely	 free	 and	 open	 to	 the	 public,	 so	

come	on	out	and	have	a	great	 learning	experience	

and	have	fun!	Engineering	students	will	be	giving	

guided	tours	of	the	engineering	department	every	30	

minutes.	Parking	will	be	available	in	the	university’s	

main	parking	 lot	 for	$5.	Also,	 food	 trucks	 from	

local	restaurants	will	be	located	on	Tanner	Hill,	on	

campu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2020	

Engineering	Open	House	website.	Don’t	miss	 this	

awesome	event.	See	you	there!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Cornhill	대학교	공학과	학생회	회장	

Patricia	Wilson입니다.	다가오는	2020	Engineering	

Open	House를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것은	3월	20일과	

21일에	열립니다.	모든	행사와	전시는	완전히	무료이고	대중

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오셔서	멋진	학습	경험을	하고	즐기

세요!	공학과	학생들이	30분마다	공학과	안내	투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차는	대학의	가장	큰	주차장에	5달러에	이용	가

능합니다.	또한,	지역	식당의	푸드	트럭이	캠퍼스	내	Tanner	

Hill에	위치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2020	

Engineering	Open	House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이	

근사한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봐요!

[Topic & Situation]	2020	Engineering	Open	House
[Solution]	주차는	대학의	가장	큰	주차장에	5달러에	이용	가능

하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무료	주

차가	가능하다.’이다.

[Words & Phrases]
upcoming�다가오는,�곧�있을���exhibit�전시;�전시하다���completely�

완전히,�전적으로���main�가장�큰,�주된���awesome�근사한,�아주�멋진

1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oney,	what	are	you	looking	at?
M:	 	A	website	for	Amsterdam	parking	lots.	We	should	

reserve	a	spot	for	tomorrow.
W:	 	Good	idea.	It’s	going	to	be	really	crowded,	so	 it’s	

going	to	be	hard	to	find	a	spot.
M:	 	Yeah,	which	lot	should	we	choose?
W:	 	We’ll	have	 the	kids	with	us,	 so	 this	one’s	 too	 far	

from	the	city	center.	We	should	choose	one	of	these	

under	10	minutes	away.
M: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It’s	only	a	6-minute	

walk.
W:	 	It	has	such	a	low	rating,	though.	Under	three	stars.
M:	 	Yeah,	let’s	choose	one	with	more	than	three	stars.
W:	All	right.	We	won’t	need	to	cancel	it,	will	we?
M:	 	I	doubt	 it.	Let’s	get	one	of	 these	non-refundable	

options.	They’re	cheaper.
W:	 	Okay.	Then	it’s	between	these	two	places.
M:	 	They	are	not	much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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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	 	Yeah.	Then	let’s	just	get	the	cheaper	one.
M:	 	Okay.	Good	choice.

여:		여보,	뭘	보고	있어요?

남:		Amsterdam	주차장	웹사이트요.	내일을	위해	자리를	예약

해야	해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붐벼서	자리를	찾는	데	어려울	텐데요.

남:		네.	어느	주차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		우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곳은	도심에서	매우	멀어요.	10분	

미만으로	떨어진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남:		알겠어요.	그러면	이곳은	어때요?	단지	걸어서	6분이에요.

여:		하지만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별이	3개	미만이에요.

남:		네,	별이	3개보다	많은	곳을	선택해요.

여:		알겠어요.	우리는	이걸	취소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남:		없을	거	같아요.	환불	불가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해요.	그것

들이	더	저렴해요.

여: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곳	중이네요.

남:		그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		네.	그러면	그냥	더	저렴한	곳으로	해요.

남:		알겠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Topic & Situation]	주차장	온라인	예약

[Solution]	두	사람은	주차장을	예약하는데,	도심에서	걸어서	

10분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평가에서	별을	3개보다	많

이	받은	곳이면서	환불이	안	되는	곳	중에서	더	저렴한	곳을	하자

고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선택한	주차장은	③이다.

[Words & Phrases]
spot�자리,�장소���crowded�붐비는,�복잡한���rating�평가,�순위���

cancel�취소하다���non-refundable�환불�불가의

13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Mary,	here’s	the	first	draft	of	the	spring	issue	of	the	

school	newspaper.
W:	 	Oh,	how	does	it	look?
M:	 	Pretty	good,	but	 look	at	 this	article	about	 spring	

wildflowers.	Our	daisy	picture	isn’t	clear.
W:	 	Then	we	should	just	take	a	new	picture.
M:	 	Unfortunately,	the	daisies	aren’t	blooming	anymore.
W:	 	Oh,	 that’s	 too	bad.	Then	how	about	 just	searching	

the	Internet?
M:	 	I	did.	But	most	of	the	good	pictures	are	copyrighted,	

so	we	can’t	use	them.

W:	 	Well,	how	about	asking	Ms.	Watson,	 the	biology	

teacher?	She’s	a	really	good	photographer.	She	even	

has	her	own	photo	exhibitions.
M:	 	Really?	Do	you	think	she	has	a	picture	we	can	use?
W:	 	Maybe.	 I	 know	 that	 she	 likes	 taking	pictures	of	

nature.	She’ll	definitely	have	some	of	flowers.
M:	 	Great!	That’d	really	be	helpful.	Should	I	ask	her?
W:	 	Of	course.	She’ll	give	you	what	you’re	looking	for.

남:		Mary,	여기	학교	신문	봄호의	초고야.

여:		아,	어때	보여?

남:		꽤	좋은데,	봄	야생화에	관한	이	기사를	봐.	데이지	사진이	선

명하지	않아.

여: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새	사진을	찍어야지.

남:		유감스럽게도	데이지는	이제는	피지	않아.

여:		아,	안타깝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보는	건	어때?

남:		했어.	그런데	대부분의	좋은	사진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

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

여:		음,	생물	선생님인	Watson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

떨까?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사진작가야.	심지어	자신만의	

사진	전시회도	하셔.

남:		정말?	선생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계

실	거라	생각해?

여:		아마도.	내가	알기론	선생님은	자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

셔.	분명	꽃	사진이	좀	있으실	거야.

남:		좋다!	그건	정말	도움이	될	거	같아.	내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

릴까?

여:		물론이지.	선생님은	네가	찾고	있는	것을	주실	거야.

[Topic & Situation]	학교	신문을	위한	야생화	사진

[Solution]	학교	신문의	봄	야생화에	관한	기사에	있는	데이지	꽃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데이지는	이제는	피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좋은	사진들	대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여자가	생물	선생님인	Watson	

선생님이	훌륭한	사진작가이고	자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신

다고	하고	남자가	선생님께	부탁드릴	것을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물론이지.	선생님은	네가	찾고	있는	것을	주실	거야.’이다.

①	그럼.	선생님께서	네	사진을	찍어	주실	거야.

②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기사를	수정할	수	있어.

③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그	사진들에	관심이	없어.

④	알겠어.	너는	인터넷에	있는	그	사진을	사용해도	돼.

[Words & Phrases]
issue� (잡지나�신문�같은�정기�간행물의)�호�� �wildflower�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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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꽃이�피다;�꽃���copyright�저작권으로�보호하다;�저작권���

exhibition�전시회

14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Jason,	you’re	back!	How	was	your	trip	to	Cuba?

M:	 	It	was	great!	You	should	go	there	someday.

W:	 	I’d	love	to.	Do	you	have	any	pictures?

M:	 	Sure!	I	posted	pictures	on	social	media	during	my	

trip.	Let	me	show	you.	[Pause]	Here....	This	 is	a	

photo	of	me	boarding	the	plane	to	Cuba.

W:	 	Your	 boarding	 pass	 is	 completely	 visible!	You	

shouldn’t	upload	that	online!

M:	 	Why	not?

W:	 	Because	the	bar	code	printed	on	your	boarding	pass	

can	be	used	to	get	private	information	about	you.

M:	 	But	I	didn’t	have	any	problems	at	all	during	my	trip.

W:	 	That’s	good,	but	 let	me	 show	you	what	 I	mean.	

Watch,	 using	 the	bar	 code	 scanning	 app	on	my	

phone	I’ll	scan	your	bar	code.	Look!

M:	 	Oh,	 wow!	 It	 shows	 my	 name	 and	 the	 booking	

reference	of	my	ticket!

W:	 	Right.	 If	 someone	accessed	 this,	 they	could	steal	

your	flight	or	change	your	seats.	They	could	do	a	

lot.

M:	I	see.	I	should	take	this	picture	down	right	away.

여:		Jason,	너	돌아왔구나!	쿠바	여행은	어땠어?

남:		멋졌어!	언젠가	너	거기	가봐.

여:		그러고	싶어.	사진을	좀	찍었니?

남:		물론이지!	여행하는	동안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게시했어.	너

에게	보여	줄게.	[잠시	후]	여기….	쿠바로	가는	비행기에	탑

승하는	내	사진이야.

여:		네	탑승권이	완전하게	보이잖아!	그걸	온라인에	올리면	안	돼!

남:		왜	안	돼?

여:		네	탑승권에	인쇄된	바코드가	너의	개인	정보를	찾는	데	사용

될	수	있어.

남:		하지만	난	여행	동안	내내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걸.

여:		다행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에게	보여	줄게.	봐,	내	

전화기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앱을	이용해서	내가	너의	

바코드를	스캔해	볼게.	봐!

남:		오,	와!	내	이름과	내	항공권의	예약	번호잖아.

여:		맞아.	누군가가	여기에	접근한다면,	그들이	너의	항공권을	훔

치거나	너의	좌석을	바꿔	놓을	수	있어.	그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남:		알겠어.	지금	바로	이	사진을	내려야겠어.

[Topic & Situation]	탑승권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Solution]	쿠바로	여행을	다녀온	남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탑승권	사진을	여자에게	보여	주자	여자는	탑승권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개인	정보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주면서	전화기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보여	주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알겠어.	지금	바로	이	사진을	내려야

겠어.’이다.

①	알겠어.	내가	항공편에서	내	좌석을	바꿀게.

②	정말?	그러면	우리	서로	나란히	앉을	수	있어.

④	절대	안	돼.	우리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야겠어.

⑤	걱정하지	마.	바코드를	스캔하는	또	다른	앱이	있어.

[Words & Phrases]
post�게시하다��boarding�pass�(여객기의)�탑승권���visible�(눈에)�

보이는���booking�reference�예약�번호���flight�항공편,�여행

1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Olivia	and	Tim	are	opening	a	bakery	 together.	To	

promote	the	opening,	Tim	designs	a	flyer	to	pass	out.	

He	takes	some	pictures	of	their	bread	and	puts	them	

in	 the	flyer,	along	with	some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ir	bakery.	Before	printing	the	flyer,	Olivia	

checks	 it,	 and	she	 realizes	 that	 the	 font	 that	Tim	

uses	in	the	flyer	is	licensed	only	for	personal	use	at	

home.	She	knows	that	if	they	use	that	font	for	their	

commercial	purpose,	 they	might	get	 in	 trouble.	So	

she	wants	to	tell	Tim	that	he	should	replace	the	font	

with	one	that’s	allowed	for	commercial	us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Olivia	most	likely	say	to	Tim?
Olivia:	 I	 think	 you	 should	 change	 the	 font	 to	 a	

commercially	licensed	one.

남:		Olivia와	Tim은	함께	빵집을	엽니다.	개점을	홍보하기	위해	

Tim은	배포할	전단을	디자인합니다.	그는	그들의	빵	사진을	

좀	찍고	빵집에	관한	몇몇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그것을	전단

에	넣습니다.	전단을	인쇄하기	전에,	Olivia는	그것을	확인하

고	그녀는	Tim이	전단에	사용한	글씨체가	가정에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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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으로만	허가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만약	그들

이	그	글씨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들이	어려움

에	처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Tim에게	그가	상

업적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그	글씨체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livia는	Tim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Olivia:	내	생각에는	네가	그	글씨체를	상업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Topic & Situation]	글씨체의	상업적	사용

[Solution]	Olivia는	Tim이	빵집	개점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을	

디자인하면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으로만	허가된	글씨체를	사

용한	것을	알고	Tim에게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글씨체로	대체해

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Olivia가	Tim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내	생각에는	네가	그	글씨체를	

상업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이다.

①	우리는	좋은	전단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

②	글씨체의	크기와	색깔이	배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니?

③	네	생각에	어떤	글씨체가	우리	빵집에	가장	잘	맞는지	나에

게	알려	줄래?

④	전단에	우리	빵의	더	많은	사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Words & Phrases]
flyer�전단���pass�out�~을�배포하다,�나눠주다���license�허가하다���

commercial�상업의���replace�대체하다,�대신하다

16~17 정답 16 ②  17 ⑤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of	Living Today.	Tax	day	is	coming	

up.	Have	you	filed	your	taxes?	On	today’s	episode	

of	Living Today,	 for	 fun,	we’ll	 talk	 about	 some	

strange	taxes.	For	example,	in	1705,	Peter	the	Great,	

Emperor	of	Russia	placed	a	tax	on	beards,	hoping	to	

force	men	to	adopt	a	clean-shaven	look.	He	thought	

wearing	beards	symbolized	a	lack	of	culture.	And	in	

England,	there	was	a	hat	tax.	People	had	to	pay	a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ice	of	a	hat,	so	poor	people	

unluckily	could	wear	only	one	cheap	hat,	or	none	

at	all.	Additionally,	France	had	a	 salt	 tax,	which	

angered	many	people	since	salt	 is	so	 important	 to	

people.	In	fact,	that	tax	w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French	Revolution.	Finally,	nowadays,	Maine,	

a	 state	 in	 the	United	States,	has	a	 special	 tax	on	

blueberries,	a	valuable	state	 resource.	This	means	

people	have	 to	pay	 taxes	when	 they	buy	or	grow	

blueberries.	These	 taxes	may	sound	a	 little	weird,	

but	they	reflect	the	issues	societies	have	to	face	and	

how	they	try	to	deal	with	them.	Well,	it’s	time	for	a	

commercial	break.	Stay	tuned.

여:		안녕하세요,	Living Today 청취자	여러분.	납세일(세금	내

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신고해	보셨

나요?	Living Today의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좀	특이한	세

금에	관하여	재미	삼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예를	들

자면,	1705년,	러시아의	황제	Peter	대제는	남성들에게	말

끔히	면도한	외모를	택하도록	장려하고	싶어	하여	(턱)수염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이	교양이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모자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자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값이	싼	모자	단	하나

를	쓰거나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소금

세가	있었는데	소금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	그것

은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그	세금은	프랑

스	혁명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	미국의	Maine	주는	소중한	주의	자원인	블루베리에	특

별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은	블루베리를	사거나	기를	때	사

람들이	세금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조금	기

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와	그들

이	그것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자,	광

고를	위한	시간이네요.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Topic & Situation]	역사적으로	살펴본	전	세계의	이색	세금

[Solution]	

16	여자는	특이한	세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의	특이한	세금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전	세계의	이상하

고	특이한	세금’이다.

①	다양한	나라의	특별한	세금	혜택

③	전	세계의	유명한	음식의	놀라운	기원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

⑤	세계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들

17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은	언급이	되었으나	⑤	‘뉴질랜드’

는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file�제기하다,�제출하다���beard�(턱)수염���adopt�택하다,�채택하다

clean-shaven�말끔히�면도를�한� � �culture�교양,�세련� � � in�

accordance�with�~에�따라���resource�자원,�재원���weird�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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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묘한���reflect�반영하다,�나타내다���benefit�혜택,�이득���odd�이

상한,�특이한���origin�기원,�근원���impose�부과하다,�지우다 26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84~189쪽

�01�②� 02�⑤� 03�④� 04�③� 05�③� � 06�④
�07�①� 08�②� 09�④� 10�②� 11�④� 12�④
�13�②� 14�②� 15�①� 16�④� 17�③

01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Brenda,	this	is	the	draft	for	our	science	club	poster.	

What	do	you	think?
W:	 	I	 love	 the	colors,	but	 I	 think	 there	are	 too	many	

words	on	it.
M:	 	Hmm,	I	agree.	Then,	how	do	you	suggest	I	change	

it?
W:	 Just	use	more	images	and	take	out	some	words.

남:		Brenda,	이것이	우리	과학	동아리	포스터에	대한	초안이야.	

어떻게	생각해?

여: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포스터에	글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남:	음,	나도	동의해.	그럼,	넌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여:	그냥	더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글자를	좀	빼	봐.

[Topic & Situation]	과학	동아리	포스터

[Solution]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과학	동아리	포스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포스터에	글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가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자

에게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묻고	있으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냥	더	많은	이미지

를	사용하고	글자를	좀	빼	봐.’이다.

①	우리	동아리를	위한	좋은	이름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③	색칠하기	전에	스케치를	해	보는	게	어때?

④	넌	가능한	한	빨리	그	포스터를	바꿔야	해.

⑤	색상을	더	밝은	것들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Words & Phrases]
replace�~�with�...�~을�…으로�바꾸다[교체하다]

02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Ken,	have	you	practiced	for	your	role	in	the	school	

play?	It’s	Friday.
M:	 	Yes,	I	have.	Actually,	right	now	I’m	practicing	m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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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By	yourself?	 I	 can	be	your	acting	partner	 if	you	

want.
M:	 	Thanks.	It’d	be	nice	to	practice	with	someone.

여:		Ken,	학교	연극에서의	네	역할을	위해	연습을	했니?	연극이	

금요일이네.

남:	응,	했어.	사실,	바로	지금	대사를	연습하는	중이야.

여:		너	혼자?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의	연기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어.

남:	고마워.	누군가와	함께	연습한다면	좋을	거야.

[Topic & Situation]	연극	대사	연습

[Solution]	학교	연극을	위한	대사를	혼자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

는	남자에게	여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연기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고마워.	누군가와	함께	연습한다면	좋

을	거야.’이다.

①	걱정	마.	난	다른	역할도	받아들일	수	있어.

②	좋았어!	그	학교	연극은	정말	성공적이었어.

③	괜찮아.	솔직한	의견을	줘서	고마워.

④	맞아.	너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Words & Phrases]
practice�연습하다���line�대사���honest�솔직한,�정직한���opinion�

의견

03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Good	morning.	I’m	Jim	Rogan,	the	chief	of	public	

transit	 of	Summerville.	Last	week,	we	 started	 a	

policy	 to	allow	passengers	 to	bring	bikes	on	 the	

subway	to	promote	bike	use.	If	you	plan	on	bringing	

your	bike	on	the	subway,	please	follow	these	rules	

for	a	smooth	and	safe	ride.	First,	 take	 the	elevator	

with	your	bike,	not	 the	escalator.	And	do	not	 ride	

your	bike	 in	 the	station	or	on	 the	platform.	Also,	

when	you	board	a	subway	car,	use	only	the	first	or	

last	car	since	 the	middle	cars	are	usually	 the	most	

crowded.	Your	observance	of	 these	 rules	will	be	

much	appreciated.	I	hope	you	enjoy	your	ride!

남:		안녕하세요.	저는	Summerville의	대중교통	국장인	Jim	

Rogan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기	위

해	승객들이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허용하

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을	타실	계획이라면,	순조롭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	규

정들을	따라	주십시오.	먼저,	자전거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를	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그리고	역이나	플랫

폼에서	자전거를	타지	마십시오.	또한,	지하철	차량에	탑승하

실	때는,	중간	차량이	보통	가장	붐비니	지하철의	첫	번째	차

량이나	마지막	차량만	이용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규정들을	

준수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Topic & Situation]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안내

[Solution]	남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경우	지켜야	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을	안내

하려고’이다.

[Words & Phrases]
public� transit�대중교통�� �policy�정책� � �passenger�승객���

promote�장려하다���smooth�순조로운,�원활한���crowded�붐비는���

observance�준수���appreciate�감사하다

04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Joan,	what	are	you	reading?
W:	 	I’m	 reading	a	newspaper	article	on	 the	new	 law	

passed	to	reduce	fine	dust	pollution.
M:	 	I	heard	about	 that.	I	hope	it	works.	The	air	quality	

here	in	Korea	is	really	bad	these	days.
W:	 	I	know.	What	do	you	do	 to	protect	yourself	 from	

fine	dust?	Nowadays,	I	never	leave	home	without	a	

mask.
M:	 	Me,	neither.	And	I	try	to	stay	indoors	when	the	fine	

dust	is	extremely	bad.
W:	 	I	do	that,	too.	Also,	I	heard	it’s	good	to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to	counter	the	negative	effects	

of	fine	dust.
M:	 	Really?	I	didn’t	know	that.
W:	 	And	drinking	a	lot	of	water	can	help	remove	toxic	

substances	from	your	body.
M:	Hmm,	that’s	good	to	know.
W:	But	I	just	hope	that	the	air	quality	gets	better.
M:	You	can	say	that	again.

남:	Joan,	뭘	읽고	있니?

여: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통과된	새	법에	대한	신문	기사

를	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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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것에	대해	들었어.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	요즘	이

곳	한국의	공기의	질은	정말	안	좋아.

여:		맞아.	넌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

니?	요즘,	나는	집을	나설	때는	꼭	마스크를	써.

남:		나도.	그리고	미세먼지가	극도로	나쁠	때에는	실내에	머물려

고	하지.

여:		나도	그래.	또,	미세먼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들었어.

남:		정말?	난	그걸	몰랐어.

여: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남:	음,	그걸	알게	되어	다행이군.

여:	그런데	난	그저	공기의	질이	더	좋아지면	좋겠어.

남:	정말	그래.

[Topic & Situation]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Solution]	두	사람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Words & Phrases]
article��(신문·잡지의)�기사���fine�dust�미세먼지���pollution�오염���

indoors�실내에서���counter�(악영향에)�대응하다���negative�부정적

인���remove�제거하다���toxic�독성의���substance�물질

0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Mr.	White.	Thank	you	for	coming.	It’s	really	

nice	to	meet	you.
M:	 	My	 plea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Ms.	

Adams.
W:	 	It’s	my	honor	to	talk	to	you	in	person.	I’m	a	big	fan	

of	yours.
M:	 	I’m	glad	 to	be	here.	 I	 always	 love	working	with	

students.
W:	 	Great!	As	 I	mentioned,	 the	students	 in	my	music	

class	are	going	 to	perform	Fantasy	 at	our	school	

festival	this	year.
M: 		Oh,	 yes.	That’s	 one	 of	 my	 favorite	 musicals.	 I	

enjoyed	playing	the	leading	role	in	it.
W: 		I	saw	your	performance	in	the	musical	last	year.	It	

was	awesome!
M:	 	Thanks.	I	can’t	wait	 to	meet	your	students	and	get	

started.
W:	 	Let	me	show	you	around	the	auditorium.	That’s	the	

stage	where	the	students	will	perform.
M:	 	Wow,	that’s	a	nice	stage.
W:	 	Thanks.	Let’s	go	backstage	where	the	students	are.	

I’ll	introduce	you	to	them.
M:	 	Okay.

여:		안녕하세요,	White	씨.	와	주셔서	감사해요.	만나서	정말	반

갑습니다.

남:		저도	기쁩니다.	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dams	씨.

여:		직접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이네요.	저는	선생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남: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쁘네요.	전	늘	학생들과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		잘됐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음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올해	우리	학교	축제에서	Fantasy를	공연할	거예요.

남:		아,	그래요.	그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	하나예요.	전	

그	뮤지컬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여:		전	작년에	선생님이	그	뮤지컬에서	하셨던	연기를	봤어요.	그

것은	근사했어요!

남:	감사합니다.	빨리	학생들을	만나서	시작하고	싶네요.

여:		강당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것이	학생들이	공연할	무대

예요.

남:		와,	저건	멋진	무대네요.

여: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있는	무대	뒤로	가죠.	제가	선생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남:	좋습니다.

[Topic & Situation]	 	뮤지컬	수업

[Solution]	여자는	자신의	음악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뮤지

컬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온	남자에게	자신이	팬이라고	말하며	

Fantasy라는	뮤지컬에서의	남자의	연기가	근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교사	-	

뮤지컬	배우’이다.

[Words & Phrases]
in�person�직접,�몸소���mention�말하다,�언급하다���performance�

연기,�공연���auditorium�강당���backstage�무대�뒤로

0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check	out	 this	old	picture.	Remember	 this	

picnic	at	Eas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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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	 	Wow!	 Of	 course	 I	 do!	Where	 did	 you	 find	 this	

picture?	It’s	like	10	years	old.

M:	 	I	found	it	in	a	book.	I	must’ve	used	it	as	a	bookmark.

W: 		That	picnic	was	so	much	fun,	and	the	kids	were	so	

young.	Look	at	Jane	standing	next	 to	 the	tree.	She	

made	 the	 flower	crown	she’s	wearing	during	 the	

picnic.

M: 		Yes,	so	cute.	And	remember	the	cap	John’s	wearing?	

He	wore	that	everywhere.

W:	 	Right.	He	loved	that	cap	so	much.	And	look	at	you	

carrying	the	butterfly	net.	I	can’t	remember,	did	you	

catch	any	butterflies?

M:	No.	John	and	I	caught	dragonflies,	though.

W:	 	Oh,	yeah.	And	look	at	what	I’m	sitting	on.	It’s	 the	

checkered	picnic	blanket	my	grandma	gave	me.	

We’re	still	using	it.

M:	 	Yeah,	 that’s	 really	old.	We	also	have	 the	picnic	

basket.	And	the	ribbon	is	still	tied	on	the	handle.

W:	 	You’re	right.	We	should	go	back	 to	Eastland	Park	

sometime.

남:		여보,	이	옛날	사진	좀	봐요.	Eastland	공원에서의	이	피크닉

을	기억해요?

여:		와!	물론	기억하죠!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10년은	된	

것	같네요.

남:		그걸	책에서	찾았어요.	제가	그걸	책갈피로	썼나	봐요.

여:		그	피크닉은	너무	재미있었고,	아이들은	정말	어렸죠.	나무	

옆에	서	있는	Jane을	보세요.	그녀가	쓰고	있는	꽃왕관을	그

녀가	그	피크닉에서	만들었지요.

남: 		맞아요,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John이	쓰고	있는	모자	기억

해요?	그는	어디서든	그것을	썼죠.

여:		맞아요.	그는	그	모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비채를	

들고	있는	당신을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이	나비를	잡

았던가요?

남:	아뇨.	그렇지만	John과	나는	잠자리를	잡았어요.

여: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깔고	앉아	있는	걸	보세요.	할머니께

서	주신	체크무늬	피크닉	담요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걸	사용

하고	있죠.

남:		그러네요,	그건	정말	오래됐네요.	우리는	피크닉	바구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본이	아직도	손잡이에	묶여	있

어요.

여: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언젠가	Eastland	공원에	다시	가	봐

야겠어요.

[Topic & Situation]	옛날	피크닉	사진

[Solution]	여자가	사진	속의	자신이	깔고	앉아	있는	피크닉	담요

가	체크무늬라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물방울	모양의	무늬이다.	따

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bookmark�책갈피�� �butterfly�net�나비채(곤충채집망),�잠자리

채���dragonfly�잠자리���checkered�체크무늬의���blanket�담요���

basket�바구니���handle�손잡이

07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Bob,	what	are	the	flowers	for?	
M: 		I	bought	these	for	Tom’s	farewell	party	tomorrow.
W: 		Oh,	how	nice!	By	 the	way,	have	you	decided	on	

where	to	make	dinner	reservations?
M: 		Not	yet.	What	do	you	 think	of	 the	new	seafood	

restaurant	downtown?	
W:	 	Isn’t	Tom	allergic	to	seafood?
M:	 	Oh	yeah,	 that’s	right.	Then,	do	you	have	any	good	

place	that	you’d	recommend?
W:	 	I	know	of	a	nice	Italian	restaurant.	And	they	have	

special	rooms	for	parties.
M:	Perfect!	What’s	the	name?
W:	Well,	I	can’t	remember,	but	I	know	where	it	is.
M:	 	Then,	can	you	draw	a	rough	map	showing	how	to	

get	there?
W:	 	Sure.	Just	pass	me	that	pen	and	a	piece	of	paper.
M:	 	Here.	While	you	do	 that,	 I’ll	 send	a	 text	message	

with	the	details	to	everybody.
W:	 	Great.	It’ll	be	a	good	time!

여: 	Bob,	그	꽃들은	무엇을	위한	거야?

남: 	내일	있을	Tom의	송별회를	위해	이것들을	샀어.

여: 		아,	정말	잘했네!	그런데,	어디에	저녁	식사	예약을	할지는	결

정했니?

남: 		아직	안	했어.	시내에	새로	생긴	해산물	식당은	어떨까?

여:	 	Tom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지	않니?

남:	 	아,	그래,	맞다.	그럼,	추천할	만한	좋은	장소가	있니?

여:	 	괜찮은	이탈리아	식당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곳엔	파티를	위

한	특별한	방이	있어.

남:	완벽해!	그곳의	이름이	뭐야?	

여: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

남:		그럼,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	주는	약도를	그려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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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론이지.	그	펜과	종이	한	장을	건네줘	봐.

남:	 	여기	있어.	네가	그리는	동안,	나는	모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게.

여:	 	좋아,	좋은	시간이	될	거야!

[Topic & Situation]	송별회	장소	정하기

[Solution]	남자가	송별회를	위한	식당을	추천해	준	여자에게	식당	

이름을	묻자	기억이	안	나지만	위치는	안다고	답하고	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약도를	그려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여

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약도	그리기’이다.

[Words & Phrases]
farewell�party�송별회���seafood�해산물���allergic�to�~에�대해�

알레르기가�있는���recommend�추천하다���rough�map�약도

08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i,	Susan.	How	was	your	family	camping	trip?
W:	 	Not	so	good.	I	came	down	with	a	bad	cold,	and	then	

we	had	 to	come	back	early	because	of	 the	heavy	

rain.
M:	Oh,	no!	Sorry	to	hear	that.	Are	you	feeling	better?
W:	 	Yeah,	I’m	over	my	cold.	I	 just	hope	the	weather	 is	

good	for	our	volunteering	activity	 this	weekend.	If	

not,	we	won’t	be	able	 to	 take	 the	 residents	at	 the	

nursing	home	for	a	walk.
M:	 	Oh,	 yeah,	 Susan.	 I’m	 afraid	 I	 won’t	 be	 able	 to	

volunteer	this	weekend.
W:	 	Why	not?	Do	you	have	an	exam	or	something?
M: 		No.	 I	 need	 to	 take	 care	of	my	younger	 sister	 at	

home.	My	parents	will	be	out	of	town	this	weekend.
W: 		Oh,	did	something	happen	to	your	sister?
M:	 	She	broke	her	wrist	while	 ice	skating	a	couple	of	

days	ago.
W:	Really?	I	hope	she	recovers	quickly.

남:	안녕,	Susan.	네	가족	캠핑	여행은	어땠니?

여:		별로	좋지	않았어.	난	심한	감기에	걸렸고,	그러고	나서	우리

는	폭우	때문에	일찍	돌아와야만	했지.

남:	아,	이런!	그랬다니	정말	안됐다.	몸은	좀	나아졌니?

여:		응,	감기가	다	나았어.	이번	주말에	우리	봉사활동을	위해	날

씨가	좋기를	바랄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양로원에	계신	분들

을	산책시켜	드릴	수	없을	거야.

남:		아,	맞다,	Susan.	미안하지만	난	이번	주말에	자원봉사를	할	

수	없을	거야.

여:	왜	할	수	없어?	시험이라도	있니?

남: 		아니.	집에서	내	여동생을	돌봐야	해.	부모님께서	이번	주말

에	시외로	나가실	거야.

여: 	아,	네	여동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남:	며칠	전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손목이	부러졌어.

여:	정말?	그녀가	빨리	낫길	바라.

[Topic & Situation]	양로원	봉사활동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묻자,	며칠	전	스케이트를	타다가	손목이	부러진	여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남자가	이번	주말에	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는	②	‘동생을	돌봐야	해서’이다.

[Words & Phrases]
come�down�with�(병에)�걸리다���volunteering�activity�봉사활동���

resident�거주자���nursing�home�양로원���wrist�손목���recover�

낫다

09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i,	welcome	 to	Dream	Home	Appliances.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W:	Sure.	I’m	looking	to	buy	an	air	purifier.
M:	All	right.	They’re	right	over	here.
W:	Oh,	my	friend	has	this	one.	How	much	is	it?
M:	 	That	small	one	is	$300.	The	model	also	comes	in	a	

bigger	size,	which	covers	a	bigger	area.	It’s	$500.
W:	 	For	my	house,	I’ll	need	the	bigger	one.	I’ll	take	it.
M:	 	Okay.	And	 the	 filters	 for	 that	model	are	on	sale.	

They’re	$50	each,	but	 right	now	 if	you	buy	 two,	

you’ll	get	a	third	one	for	free.
W: 	Cool!	I’ll	buy	two.
M: 	All	right.	Then	I’ll	grab	you	three	filters.
W: 	And	I	have	this	10%	off	coupon.	Can	I	use	it?
M:	Sure.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W:	Great.	Here’s	my	credit	card.

남:		안녕하세요,	Dream	가전제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뭘	좀	

찾으시게	도와드릴까요?

여:	네.	공기청정기를	한	대	사려고	보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	아,	제	친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얼마인가요?

남:		저	작은	것은	300달러입니다.	그	모델은	더	큰	사이즈로도	

나오는데,	그것은	더	넓은	영역을	정화하죠.	그건	500달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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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저희	집에는,	그	더	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필터가	할인	중입니다.	한	개

당	50달러인데	지금	두	개	사시면	세	번째	것은	공짜로	얻으

실	거예요.

여: 	좋아요!	두	개를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님께	세	개의	필터를	가져다	드리겠

습니다.

여: 		그리고	제가	이	10퍼센트	할인	쿠폰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

용해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총	가격에서	10퍼센트를	할인받으실	거예요.

여:	너무	좋네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Topic & Situation]	공기청정기와	필터	구입

[Solution]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는	여자가	더	큰	사이즈가	필

요하다고	했으므로	5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그	모델의	필터

가	한	개당	50달러이고,	오늘	두	개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할인	행

사	중인데	여자가	필터를	두	개	사겠다고	했으므로	1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	10퍼센트	할인	쿠폰으로	총	가격

의	10퍼센트를	할인해	준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540’이다.

[Words & Phrases]
home�appliance�가전제품���air�purifier�공기청정기

10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Mia,	what	are	you	working	on?
W: 		Hi,	Ben,	I’m	working	on	the	application	documents	

to	sign	up	for	the	Young	Architects	Workshop.	I’m	

writing	my	self-introduction	letter	now.
M:	When	is	the	deadline?
W:	 	I	have	to	apply	by	April	10th,	so	I’m	running	out	of	

time.
M:	 	You’ll	 get	 it	 done.	 That	 sounds	 like	 a	 great	

experience	 for	 you.	 I	 know	 you’re	 planning	 on	

majoring	in	architecture.
W:	 	Right.	 In	 the	workshop,	one	of	 the	main	activities	

is	working	 in	a	group	 to	design	a	 local	homeless	

shelter.	And	professional	architects	will	be	there	to	

give	advice.
M:	 	That’s	 cool!	What	 is	 the	 registration	 fee	 for	 the	

workshop?
W:	 	It’s	 free.	 It’s	 sponsored	by	 the	Youth	Foundation	

Group.

M:	Great!	I	wish	you	the	best	of	luck.
W:	Thanks.	I	hope	I	get	accepted.

남:	Mia,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여: 		안녕,	Ben,	젊은	건축가	워크숍에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지

원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중이야.

남:	마감일이	언제야?

여:		4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

남:		넌	그걸	끝낼	거야.	그것은	네게	매우	좋은	경험처럼	들리는

구나.	네가	건축학을	전공할	계획이란	걸	알고	있어.

여:		맞아.	그	워크숍에서,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지역	노숙자	쉼터

를	설계하기	위해	단체로	작업하는	거야.	그리고	전문	건축가

들이	조언을	해	주기	위해	그곳에	올	거야.

남:	그거	멋지다!	워크숍	등록비는	얼마야?

여:	무료야.	Youth	Foundation	Group에서	후원을	받거든.

남:	근사하군!	네게	행운을	빌어.

여:	고마워.	내가	합격했으면	좋겠어.

[Topic & Situation]	젊은	건축가	워크숍

[Solution]	젊은	건축가	워크숍에	관해	참가	신청	서류,	등록	마

감일,	활동	내용,	등록비는	언급되었으나	운영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	‘운영	기간’이다.

[Words & Phrases]
application�document�지원�서류���architect�건축가���major�

in�~을�전공하다���architecture�건축학���homeless�shelter�노

숙자�쉼터���professional�전문적인���registration� fee�등록비���

sponsor�후원하다

1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parents!	I’m	Nancy	McCarty	from	NexTech	

College.	This	 summer,	we’re	having	our	 annual	

Summer	Coding	Camp.	The	camp	is	designed	for	8-	

to	12-year-olds.	Children	can	participate	in	the	camp	

for	 free,	 learning	 to	 think	and	work	 logically	and	

collaboratively	with	others	 in	an	exciting	learning	

environment.	It’ll	be	held	in	a	workshop	studio	on	

our	campus	for	five	days	from	July	22nd.	During	the	

camp,	children	will	 learn	basic	game	programming	

and	 they	will	create	a	computer	game	as	a	group	

project.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bring	their	own	

laptop.	To	discover	more	about	 the	camp,	please	

visit	our	website.	Let	your	child	have	fun	and	learn	

at	the	coding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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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실

전
편

여: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NexTech	대학의	Nancy	

McCarty입니다.	올	여름,	저희는	연례	Summer	Coding	

Camp를	열	것입니다.	이	캠프는	8세에서	12세까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캠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흥

미진진한	학습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리적이고	협력적으

로	사고하고	작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월	22
일부터	5일간	저희	캠퍼스의	워크숍	스튜디오에서	열릴	것입

니다.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은	기초적인	게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모둠	프로젝트로	컴퓨터	게임을	만들	것입니다.	참가

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캠프에	대

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

의	아이가	코딩	캠프에서	즐기고	배우도록	하세요!

[Topic & Situation]	Summer	Coding	Camp
[Solution]	여자가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은	모둠	프로젝트로	컴

퓨터	게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Summer	Coding	

Camp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참가자는	개인	프

로젝트로	컴퓨터	게임을	제작한다.’이다.

[Words & Phrases]
participate�in�~에�참여하다��logically�논리적으로��collaboratively�

협력적으로���environment�환경

1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i,	Nicole.	What	are	you	doing	on	your	tablet?
W:	 	I’m	looking	at	a	list	of	eye	massagers.	My	eyes	get	

so	tired	from	staring	at	the	computer	screen	all	day	

at	work.
M:	That’s	a	good	idea.	I	heard	they	really	help.
W:	 	Yeah.	But	I’m	not	sure	which	one	to	buy.	Can	you	

help	me	choose	one?
M:	Sure.	What’s	your	budget?
W:	 I	don’t	want	to	spend	over	$300.
M:	 	Okay.	How	about	a	heating	function?	That’ll	help	

relieve	your	eye	muscles.
W:	 I	definitely	want	one	with	that	function.
M:	 	All	 right.	Look	at	 this	one.	It	has	a	built-in	music	

player.
W:	 	I	don’t	need	that.	Personally,	I’d	rather	have	silence	

while	using	the	massager.
M:	 	Okay.	Then	you’re	down	to	these	two.	I	suggest	this	

one	because	it	has	a	longer	warranty.
W:	Sounds	good.	I’ll	order	it	now.

남:	안녕,	Nicole.	태블릿으로	뭐	하고	있니?

여:		눈	마사지기	목록을	보고	있어.	난	직장에서	종일	컴퓨터	화

면을	응시해서	눈이	너무	피곤해.

남: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나는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

여:		그래.	그런데	어느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눈	마사지기

를	선택하는	걸	도와줄래?

남:	물론이지.	네	예산이	얼마야?

여:	난	300달러	넘게	쓰고	싶지는	않아.

남:		알겠어.	온열	기능은	어때?	그것이	네	눈의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여:	그	기능이	있는	걸	꼭	갖고	싶어.

남:	좋아.	이것	좀	봐.	그것에	음악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어.

여:		난	그건	필요	없어.	개인적으로,	난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동

안은	조용하면	좋겠어.

남:		알겠어.	그럼	이	두	개가	남네.	난	보증	기간이	더	길어서	이

걸	추천해.

여: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주문할게.

[Topic & Situation]	 	눈	마사지기	주문

[Solution]	눈	마사지기에	300달러	넘게	쓰고	싶지	않다고	했고	

온열	기능이	있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또한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동안은	조용한	것이	좋기	때문에	음악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좋다고	했고	보증	기간이	더	긴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따라서	여자가	주문할	눈	마사지기는	④이다.

[Words & Phrases]
eye�massager�눈�마사지기���stare�at�~을�응시하다���budget�예

산���function�기능���relieve�(긴장�등을)�풀게�하다���muscle�근육���

built-in�(기계�등이)�내장된���personally�개인적으로���warranty�

보증

1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Tony,	do	you	have	a	minute	to	talk?
M:	Sure,	Ms.	Brown.
W:	 	I	heard	that	you	were	really	upset	after	your	soccer	

game	yesterday.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M:	 	The	referee	made	a	really	bad	call	 that	allowed	the	

other	team	to	score.
W:	 	I	see.	Referees	make	mistakes	sometimes,	and	I’m	

sure	he	didn’t	do	it	on	purpose.
M:	 	I	 know,	but	 if	 he	hadn’t	made	 that	mistake,	we	

probably	would	have	won.
W:	 	I	know	you	really	wanted	to	win.	But	play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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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team	is	about	just	having	fun,	too.
M:	 	Yeah,	you’re	right.	Maybe	I	was	only	thinking	about	

winning	the	game.
W:	 	It’s	okay	 to	want	 to	win,	but	make	sure	you’re	at	

least	enjoying	playing.
M:	Yes.	I’ll	remind	myself	to	have	fun	during	games.

여:	Tony,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니?

남:	물론이죠,	Brown	선생님.

여:		어제	축구	경기	후에	네가	정말	화가	났다고	들었어.	무슨	일

이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니?

남:		심판이	정말	잘못된	판정을	해서	상대팀이	득점을	하게	했

어요.

여:		그랬구나.	심판이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남:		알아요,	하지만	그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가	이겼을	거예요.

여:		네가	정말	이기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학교팀에서	

뛴다는	것은	그냥	즐기는	것이기도	하잖니.

남:		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아마도	전	그	경기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		이기고	싶은	건	괜찮지만,	꼭	최소한	경기하는	것을	즐기도

록	해.

남:	네.	경기를	하는	동안에	즐기도록	제	자신에게	상기시킬게요.

[Topic & Situation]	학교	축구	경기

[Solution]	여자가	축구	경기	후	심판의	판정	때문에	화를	냈다는	

남자에게	경기를	즐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네.	경기를	하는	동안에	즐기도록	제	자신에게	상기시킬게요.’

이다.

①	물론이에요,	저희가	몇	경기를	연속으로	이겼어요.

③	동의해요.	우린	팀을	위해	선수들을	더	찾아야	해요.

④	맞아요,	저희는	그	심판의	실수	때문에	그	경기에서	졌어요.

⑤	그럼요.	공정성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해요.

[Words & Phrases]
referee�심판���score�득점하다���on�purpose�일부러,�고의로���

make�sure�꼭[반드시]�~하다���at�least�최소한���several�몇몇의���

fairness�공정성

1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i,	Justin.	What	book	is	that?

M:	 	It’s	a	children’s	book	by	Lucy	Morrison,	my	favorite	

author.	It	was	just	released.

W:	 I	didn’t	know	she	wrote	children’s	books.

M:	Actually,	this	is	her	first	one.	It’s	really	good.

W:	 	I 	 remember	 you	 told	 me	 she’s	 your	 biggest	

inspiration	for	wanting	to	become	a	writer.

M:	 	Yeah,	ever	since	I	first	read	one	of	her	novels.	My	

dream	is	to	talk	with	her	about	writing.

W:	 	Then,	why	don’t	you	send	her	your	short	story	you	

wrote	for	class?

M:	 	No	way!	She’s	a	best-selling	author,	and	I’m	just	a	

student.	She	wouldn’t	read	it.

W:	She	might.	Imagine	getting	feedback	from	her.

M:	 I	doubt	that	would	happen,	though.

W:	 	Who	knows?	Maybe	she’d	 love	 to	 read	her	 fan’s	

work.

여:	안녕,	Justin.	그건	무슨	책이야?

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Lucy	Morrison이	쓴	어린이책

이야.	그건	막	발간됐어.

여:	난	그녀가	어린이책들을	쓴	줄	몰랐어.

남:	사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책이야.	그것은	정말	좋아.

여:		난	그녀가	너에게	작가가	되고	싶어	하도록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었다고	네가	말했던	게	기억나.

남:		그래,	그녀의	소설	중	하나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야.	내	꿈은	

그녀와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거야.

여:		그럼,	네가	수업을	위해	쓴	너의	단편	소설을	그녀에게	보내	

보는	게	어때?

남:		말도	안	돼!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난	그저	학생일	뿐이

야.	그녀는	그것을	읽지	않을	거야.

여:		읽을	수도	있지.	네가	그녀에게	피드백을	받는다고	상상

해	봐.

남:	하지만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여:		누가	아니?	그녀가	자기	팬의	작품을	읽는	걸	좋아할지도	모

르잖아.

[Topic & Situation]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에게	수업을	위

해	쓴	단편	소설을	보내	보라고	권하자	남자는	그	작가가	베스트

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설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여자는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남자는	그

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

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누가	아니?	

그녀가	자기	팬의	작품을	읽는	걸	좋아할지도	모르잖아.’이다.

154��EBS�수능특강�영어듣기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154 2020. 1. 3.   오전 11:38



Part  Ⅲ
 실

전
편

①	물론이지.	넌	네	단편	소설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거야.

③	동의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④	정말?	네가	마침내	그	작가를	직접	만났다니	기쁘다.

⑤	물론이야.	나도	그녀처럼	훌륭한	어린이	책을	쓸	수	있어.

[Words & Phrases]
author�작가���release�발간하다���inspiration�영감[자극]을�주는�사

람[것]���doubt�확신하지�못하다,�의심하다

15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Grace	is	 taking	a	social	studies	class.	In	class,	 the	

students	need	to	work	in	groups	to	solve	a	school-

related	 issue	 that	 they’re	 interested	 in	 for	 their	

project.	Grace	would	 like	 to	 join	a	group	focused	

on	 solving	an	 environmental	problem,	which	 is	

something	she’s	always	been	interested	in.	She	finds	

out	that	Logan,	her	friend	and	classmate,	formed	a	

group	 to	solve	 the	 trash	problem	at	school.	Grace	

would	 like	 to	 join	Logan’s	group,	so	she	wants	 to	

ask	Logan	if	she	can	be	in	his	group	for	the	projec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Grace	most	likely	say	

to	Logan?
Grace:	Can	 I	work	with	you	 in	 your	 group	 for	 the	

project?

남:		Grace는	사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Grace는	환

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모둠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녀

는	그녀의	친구이자	학급	친구인	Logan이	학교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둠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Grace는	Logan의	모둠에	참여하고	싶어서,	Logan에게	프

로젝트를	위해	자신이	그의	모둠에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Grace는	Loga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Grace:	내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	네	모둠에서	너와	함께	해도	

될까?

[Topic & Situation]	사회	수업	모둠	프로젝트

[Solution]	사회	수업을	위해	모둠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평

소	관심이	있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

둠에	참여하고	싶어,	그	모둠을	만든	친구	Logan에게	자신도	그	

모둠에	함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Grace가	Log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가	그	프로

젝트를	위해	네	모둠에서	너와	함께	해도	될까?’이다.

②	선생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어때?

③	우리	모둠에	새로운	구성원을	뽑는	게	어때?

④	네가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일찍	끝낼	수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

⑤	너희	모둠원들은	나의	해결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Words & Phrases]
social�studies�(과목으로서의)�사회���solve�해결하다���environmental�

환경의���classmate�학급�친구���recruit�(회원�등을)�뽑다[모집하다]���

solution�해결책

16~17 정답 16 ④  17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everyone.	Last	class,	we	talked	about	unique	

holidays	around	 the	world.	Today,	 let’s	 focus	on	

a	common	holiday:	 the	New	Year.	Traditions	 for	

celebrating	 the	 New	Year	 vary,	 but	 the	 general	

theme	 is	 the	same.	To	celebrate	New	Year’s	Day,	

people	around	 the	world	share	special	 foods	with	

family	for	a	 lucky	and	prosperous	year	ahead.	For	

example,	 Italians	celebrate	New	Year’s	Eve	with	

large	pork	sausages	because	pork	 is	considered	a	

lucky	food	to	 them.	In	Japan,	families	eat	noodles	

called	 soba on	New	Year’s	Eve	 to	welcome	 the	

year	 to	 come.	The	 long	noodles	 symbolize	 long	

life.	And	not	surprisingly,	people	 traditionally	eat	

New	Year’s	cake	in	some	countries.	In	Greece	and	

Mexico,	 they	even	hide	a	gold	 coin	or	 figure	 in	

the	cake	 to	symbolize	a	wealthy	year	for	whoever	

gets	 it.	Similarly,	Swedes	serve	rice	pudding	with	

an	almond	 inside.	They	believe	whoever	 finds	 the	

almond	will	receive	good	fortune	in	the	new	year.	In	

your	culture,	what	do	you	eat	during	the	New	Year?	

Please	share	your	stories	with	your	group	members.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린	세계의	독특한	

명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명절인	새해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새해를	축하하는	전통은	다양하지만,	일

반적인	주제는	같습니다.	새해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

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다가올	운	좋고	번창하는	한	해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인들

은	돼지고기를	행운의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커다란	돼지

고기	소시지를	먹으며	새해	전날을	축하합니다.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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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새해	전날에	가족들이	‘소바’라고	부르는	국수를	먹으며	다가

올	해를	맞이합니다.	긴	면은	장수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놀

랄	것도	없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새해	케

이크를	먹습니다.	그리스와	멕시코에서는	심지어	찾는	사람

은	누구에게나	풍요로운	해를	상징하는	금화나	금으로	만든	

조각상을	케이크	안에	숨겨	두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스웨덴	

사람들은	아몬드가	들어있는	라이스푸딩을	차려냅니다.	그들

은	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새해에	행운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

니다.	여러분의	문화에서는,	새해에	무엇을	먹나요?	모둠원

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Topic & Situation]	새해를	위한	다양한	음식	전통

[Solution]	

16	여자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해에	행운과	번영을	바라며	먹

는	음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

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새해를	위한	다양한	음식	전통’

이다.

①	세계의	명절	축제

②	새해	축하	행사의	기원

③	인기	있는	국제	음식들의	요리법

⑤	불운을	피하기	위한	미신과	의식들

17	여러	나라에서	새해를	위해	먹는	음식으로	돼지고기	소시지,	

국수,	케이크,	라이스푸딩은	언급되었으나	수프는	언급되지	않았

다.	따라서	언급된	음식이	아닌	것은	③이다.

[Words & Phrases]
unique�독특한���tradition�전통���celebrate�축하하다,�기념하다���

general�일반적인���theme�주제���prosperous�번창하는,�번영하는���

noodle�국수���symbolize�상징하다���figure�조각상���wealthy�풍

요로운,�부유한���Swede�스웨덴�사람���superstition�미신���ritual�

의식

27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90~195쪽

�01�④� 02�①� 03�②� 04�①� 05�③� 06�⑤
07�④�� 08�①� 09�④� 10�④� 11�④� 12�③
�13�③� 14�④� 15�⑤� 16�⑤� 17�②

0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Roy,	 tomorrow’s	 literature	class	 is	Mr.	Kane’s	 last	

class	at	our	school.
M:	 	I	know.	That’s	too	bad.	But	it’s	good	for	him	to	start	

teaching	at	a	college	next	semester.
W:	 	Yeah,	definitely.	I	think	we	should	do	something	for	

him	in	his	last	class.
M:	 	Why	 don’t	 we	 have	 a	 surprise	 party	 for	 him	

tomorrow?

여:		Roy,	내일	문학	수업은	Kane	선생님의	우리	학교에서의	마

지막	수업이야.

남:		나도	알아.	아쉽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여:		그래,	물론이지.	난	우리가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

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		우리가	내일	선생님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여는	게	어때?

[Topic & Situation]	대학교수가	된	선생님	축하해	드리기

[Solution]	남자가	문학	선생님이	대학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자,	여자는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무언

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우리가	내일	선생님을	위해	깜

짝	파티를	여는	게	어때?’이다.

①	다음	학기에	선생님의	문학	수업을	듣기로	하자.

②	우리의	문학	보고서	마감일은	언제니?

③	새	문학	선생님은	매우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어.

⑤	그의	모든	학생들이	어제	송별회에	참석했어.	

[Words & Phrases]
literature�문학���semester�학기���deadline�마감일,�마감�시간���

strict�엄격한���farewell�party�송별회

0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M:	 	Mom,	I	have	a	backache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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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mm....	Do	you	think	it’s	because	your	posture	is	

bad	when	you	study	at	your	desk?
M:	 	That’s	possible,	but	I	can’t	help	bending	over	when	I	

study.	I	think	I’ve	outgrown	my	desk.
W:	 	I	think	it’s	time	we	got	you	a	new	desk.

남:		엄마,	전	요즘	허리가	아파요.

여:		흠….	책상에서	공부할	때	네	자세가	나빠서	그런	것	같니?

남:		그럴	수도	있지만,	공부할	때	몸을	구부리지	않을	수가	없어

요.	제가	너무	커져서	책상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여:		네게	새	책상을	사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Topic & Situation]	몸에	맞지	않는	책상

[Solution]	여자가	남자에게	자세가	나빠서	허리가	아픈	것이	아

니냐고	묻자,	남자는	자신이	너무	커져서	책상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네게	새	책상을	사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이다.

②	그	의자는	등받이가	정말	편하구나.

③	넌	그렇게	심하게	운동하지	말았어야	했어.

④	그	책상이	네	방에	있으면	보기	좋을	거야.

⑤	너의	마사지는	나의	요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

[Words & Phrases]
posture�자세���can’t�help�-ing�~하지�않을�수�없다���bend�over�

몸을�구부리다���outgrow��(옷�등에�비해�사람의�몸이)�너무�커져�맞지�

않게�되다

0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ello,	 listeners!	 I’m	 David	Adams	 for	 Today’s 

Health Tip.	Modern	society	is	moving	incredibly	fast	

and	we	are	overwhelmed	by	so	much	information.	

In	this	busy	time,	we	can	easily	get	mentally	tired.	

That’s	 why	 meditation	 is	 so	 helpful	 to	 modern	

people.	Meditation	is	relaxing	in	ways	that	traveling	

and	other	 types	of	 leisure	activities	aren’t.	Also,	

meditation	helps	 reduce	 str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Additionally,	 it	helps	overcome	

negative	emotions	like	anger	and	frustration,	which	

waste	a	lot	of	mental	energy	and	prevent	achieving	

peace	of	mind.	Therefore,	 I	 recommend	adding	

some	type	of	meditation	to	your	daily	routine.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Today’s Health Tip의	David	

Adams입니다.	현대	사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

직이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우리는	쉽게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현대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명상

은	여행이나	다른	종류의	여가	활동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

안하게	해	줍니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그것은	분노와	좌

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	감정들은	많은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

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일과에	어떤	종

류의	명상을	더할	것을	추천합니다.

[Topic & Situation]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유용한	이유

[Solution]	남자는	현대인들이	매우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정

신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명상이	그	어떤	것보다	편

안하게	해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주

는	등의	이로움이	있으므로	명상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

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유용한	이유’이다.

[Words & Phrases]
incredibly�믿을�수�없을�정도로���overwhelm�압도하다���mentally�

정신적으로���meditation�명상���relaxing�편안하게�하는���leisure�

activity�여가�활동���overcome�극복하다��� frustration�좌절감���

prevent�못하게�하다,�막다���daily�routine�일과,�평범한�일상

04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Eric,	what	are	you	reading	on	your	smartphone?
M:	 	Mom,	I’m	just	reading	some	news.
W:	 	Anything	interesting?
M:	 	Yeah.	 There	 was	 a	 serious	 protest	 downtown	

yesterday.
W:	 	Really?	What	were	they	protesting?
M:	 	They	were	protesting	the	new	welfare	policy	started	

by	the	city	government.
W:	 	They	must	be	really	against	the	policy.
M:	 	Yeah.	 The	 protesters	 were	 arguing	 that	 the	

government	didn’t	consult	with	 the	general	public	

before	making	the	policy.
W:	 	I	understand	why	they’re	upset.	The	city	should’ve	

considered	people’s	opinions	about	the	new	policy,	

especially	those	it	most	directly	affects.
M:	 	Right.	It	wasn’t	a	smart	move	by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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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	 	These	days,	with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it	 isn’t	difficult	 for	policy	makers	 to	get	people’s	

opinions	about	a	policy	before	implementing	it.
M:	 	I	agree.

여:		Eric,	네	스마트폰에서	뭘	읽고	있니?

남:		엄마,	그냥	뉴스를	좀	읽고	있어요.

여:		뭐	흥미로운	게	있니?

남:		네.	어제	시내에서	심각한	항의	시위가	있었어요.

여:		정말이니?	그들이	무엇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니?

남:		그들은	시	정부가	시작한	새로운	복지	정책에	항의하고	있었

어요.

여:		그들은	그	정책에	정말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남:		네.	시위자들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일반	대중들과	상

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여:		난	그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해.	시는	새	정책에	대한	사람

들의	의견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특히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말이야.

남:		맞아요.	그건	시의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있어서,	정책	수립자들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얻는	것

이	어렵지	않지.

남:		맞아요.

[Topic & Situation]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

[Solution]	남자가	항의	시위에	관한	뉴스	기사에	대해	말하면서,	

시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대중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시위

자들이	주장했다고	말했고,	이에	여자는	정책	수립자들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다.

[Words & Phrases]
protest�항의�시위;�항의하다� � �welfare�policy�복지�정책���

protester�시위자���consult�상의하다���opinion�의견���affect�영향

을�주다���policy�maker�정책�수립자���implement�시행하다

05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Excuse	me.	Please	don’t	go	inside	the	cars.
W:	 	Oh,	I’m	sorry,	but	I	just	wanted	to	see	the	inside.
M:	 	I	understand,	but	visitors	aren’t	allowed	inside	the	

cars.

W:	 	I	know,	but	I’m	here	to	cover	the	motor	show.
M:	 	Are	you	from	a	local	newspaper?
W:	 	Actually,	 I’m	from	the	magazine	The Car Review.	

Here’s	my	press	card.
M:	 	[Pause]	Got	it.	Then	feel	free	to	look	inside.
W:	 	Thank	you.	I’m	supposed	to	take	pictures	of	the	cars	

displayed	at	this	show	and	write	reviews	about	them.
M:	 	I	see.
W:	 	And	 later,	 I’m	going	 to	 interview	Jim	Brown,	 the	

head	organizer	of	the	exhibition.
M:	 	I	can	go	get	him	if	you	need	to	talk	to	him.
W:	 	Thanks,	but	we’ve	already	made	plans	to	meet	at	2.
M:	 	All	right.	Have	a	good	day.

남:		실례합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		아,	죄송합니다만,	단지	내부를	보고	싶었어요.

남:		이해합니다만,	방문객들은	차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모터쇼를	취재하러	이곳에	왔어요.

남:		지역	신문에서	오셨어요?

여:		사실,	저는	The Car Review	잡지에서	왔어요.	여기	제	기

자증이에요.

남:		[잠시	후]	알겠어요.	그럼	마음	놓고	내부를	보세요.

여:		고맙습니다.	전	이	쇼에	전시된	차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에	

대한	논평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남:		그렇군요.

여:		그리고	나중에,	이	전시회	조직위원장인	Jim	Brown	씨를	

인터뷰할	거예요.

남:		그와	이야기해야	하시면	제가	그분을	모셔	올	수	있어요.

여:		고마워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2시에	만날	계획을	짰어요.

남:		좋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Topic & Situation]	모터쇼	취재

[Solution]	여자는	모터쇼에서	자동차를	살피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에	대한	논평을	쓸	것이라고	말했고,	남자는	방문객은	차	안

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전시회	조직위원장

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이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두	사

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	‘전시회	직원	-	기자’이다.

[Words & Phrases]
cover�취재하다,�보도하다���local�지역의,�현지의���press�card�기자

증���feel�free�to�마음�놓고�~하다���be�supposed�to�~하기로�되

어�있다���display�전시하다���review�논평���head�organizer�(행사

의)�조직위원장���exhibition�전시회

158��EBS�수능특강�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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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실

전
편

0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Dad,	we’re	approaching	the	island!

M:	 	Yes,	it’s	beautiful!	The	water	is	so	clear.

W:	 	And	look	at	all	of	 the	fish	swimming	in	 the	sea.	 I	

can’t	wait	to	go	snorkeling.

M:	 	Me,	neither.	But	be	careful	when	you	walk	on	the	

sea	walkway	to	the	beach.	It	has	no	rail.

W:	 	All	right.	So	we	have	to	go	through	the	log	cabin	at	

the	end	of	the	walkway	to	get	on	the	island?

M:	 	Yes.	Then	we’re	going	to	check	in	to	our	rooms.

W:	 	Are	we	staying	 in	one	of	 those	houses	behind	 the		

trees?

M:	 	Yeah.	I	think	we	can	enjoy	the	ocean	view	from	the	

house.

W:	 	Cool!	And	 there	are	 tables	under	 the	 trees	on	 the	

beach.	One	of	them	is	free.	Let’s	spend	the	afternoon	

there	today.

M:	 	That’s	a	great	idea.

여:		아빠,	우린	섬에	다가가고	있어요!

남:		그래,	아름답구나!	물이	매우	맑아.

여: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저	모든	물고기들을	봐요.	빨리	스

노클링을	하러	가고	싶어요.

남:		나도	그렇구나.	하지만	해변으로	가는	바다	위	보도를	걸을	

때는	조심하렴.	그것은	난간이	없구나.

여:		알겠어요.	그럼	섬으로	가려면	바다	위	보도	끝에	있는	통나

무집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남:		그래.	그다음에	우리	방에	투숙	수속을	할	거야.

여:		우리는	나무들	뒤에	있는	저	집들	중	하나에	머무를	건가요?

남:		그래.	우리는	그	집에서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여:		멋져요!	그리고	해변에는	나무	아래에	탁자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비어	있어요.	우리	거기서	오후를	보내요.

남: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Topic & Situation]	섬	여행

[Solution]	그림에서는	해변	나무	아래에	돗자리들이	놓여	있는

데,	대화에서	여자는	탁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 Phrases]
approach�다가가다���can’t�wait�to�빨리�~하고�싶다���walkway�

보도���log�cabin�통나무집���check�in�투숙�수속을�하다���ocean�

view�바다�경치���free�비어�있는

07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the	weather’s	so	nice	today.	We	should	work	

on	our	gardening.
W:	 	Good	idea.	What	should	we	do	first?
M:	 	I’ll	get	the	shovel	and	start	digging	holes	to	plant	the	

flowers.
W:	 	Okay.	I’ll	bring	the	rose	bushes	out	to	the	backyard.
M:	 	All	 right.	Do	you	 think	we	should	still	plant	 the	

roses	in	the	back	corner	of	the	backyard?
W:	 	Yeah.	But	do	you	think	we’ll	be	able	to	dig	out	the	

rocks?
M:	 	That	won’t	be	a	problem.	But	 I	don’t	know	how	

we’ll	move	them.
W:	 	I	know.	They’re	so	heavy.
M:	 	We	might	have	to	rent	a	garden	cart.
W:	 	Oh,	Paul	and	Marsha	next	door	have	one.
M:	 	Really?	That’ll	be	a	great	help	for	us.	Would	you	go	

and	ask	them	if	we	can	borrow	it?
W:	 	All	right.
M:	 	Thanks,	honey.

남:		여보,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요.	우리	정원	가꾸기	일을	해야	

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남:		나는	삽을	들고	꽃을	심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할게요.

여:		좋아요.	내가	장미	덤불을	뒷마당으로	가지고	나갈게요.

남:		알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뒷마당	뒤쪽	구석에	장미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		네.	하지만	우리가	돌을	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옮길

지	모르겠어요.

여:		저도	알아요.	그것들은	무척	무거워요.

남:		우리는	정원용	손수레를	빌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		아,	옆집의	Paul과	Marsha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남:		정말요?	그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서	우리가	그

것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봐	줄래요?

여:		알겠어요.

남:		고마워요,	여보.

[Topic & Situation]	이웃에게	손수레	빌리기

[Solution]	뒷마당에	장미를	심기	위해	우선	돌을	파내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원용	손수레를	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남자

의	말에	여자가	옆집	사람들이	손수레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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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그것을	빌려	와	주겠냐고	부탁했다.	따

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정원용	

손수레	빌리기’이다.

①	장미	심기

②	돌	파내기

③	장미	덤불	가져오기

⑤	장미를	심을	구덩이	파기

[Words & Phrases]
gardening�정원�가꾸기���shovel�삽���bush�덤불,�관목���backyard�

뒷마당���cart�손수레

08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Cell phone rings.]

M:	 	Hello,	Katie.
W:	 	Hi,	Joey.	How’s	it	going?
M:	 	Pretty	good.	I	haven’t	seen	you	at	the	school	library	

at	all	this	week.	Are	you	sick?
W:	 	No.	 I’ve	 just	been	 really	busy	applying	 for	 jobs.	

How	about	you?
M:	 	I’ve	decided	to	go	to	graduate	school	for	psychology.
W:	 	That’s	 cool.	 I	 remember	 you	 liked	 psychology	

classes.	I’m	excited	for	you.
M:	 	Thank	you.	We	have	a	graduation	party	on	Friday.	

Can	you	make	it?
W:	 	No,	I	don’t	think	I	can.
M:	 	Really?	Why	not?	Everybody’s	going	to	be	there.
W:	 	I	know.	But	there’s	a	big	job	fair	this	Friday.	I	read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companies	there,	so	I	

should	really	go	get	some	information.
M:	 	I	see.	I	hope	it	works	out	for	you.
W:	 	Thanks!	Let’s	all	meet	up	soon!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	Katie.

여:		안녕,	Joey.	어떻게	지내니?

남:		잘	지내.	이번	주에	학교	도서관에서	너를	전혀	못	봤네.	어디	

아픈	거니?

여:		아니.	난	그저	직장에	지원하느라	정말	바빴어.	너는	어때?

남:		난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했어.

여:		그거	멋지네.	나는	네가	심리학	수업을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	네가	그랬다니	나도	기뻐.

남:		고마워.	우리는	금요일에	졸업	파티가	있어.	너	참석할	수	있니?

여:		아니,	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남:		정말?	왜	안	돼?	모두	거기	올	거야.

여:		알아.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큰	취업	박람회가	있어.	거기엔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읽었어,	그래서	난	정말	가서	정보

를	좀	얻어야	해.

남:		알겠어.	네가	잘	되길	바라.

여:		고마워!	조만간	모두	같이	만나자!

[Topic & Situation]	졸업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Solution]	금요일에	졸업	파티에	올	수	있냐는	남자의	물음에	여

자는	금요일에	큰	취업	박람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했

다.	따라서	여자가	졸업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①	‘취업	

박람회에	가야	해서’이다.

[Words & Phrases]
be�busy� - ing�~하느라�바쁘다� � �apply� for�~에�지원하다���
graduate�school�대학원���psychology�심리학���graduation�

party�졸업�파티���make�it�참석하다,�해내다���job�fair�취업�박람회���

work�out�(일이)�잘�되다

09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May	I	help	you?
M:	 	Yes.	I’d	like	to	buy	some	souvenir	T-shirts.
W: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That	blue	T-shirt	

with	an	ocean	painting	on	it	is	very	popular.
M:	 	That’s	a	nice	picture.	How	about	the	yellow	one?
W: 		Oh,	yes.	That	one	has	handcrafted	beads	on	it.	It’s	

$2	more	expensive	than	our	regular	T-shirts,	so	$12.
M: 		They’re	both	nice.	I’ll	take	one	of	each,	so	one	blue	

and	one	yellow.
W: 		Okay.	Can	I	 interest	you	 in	any	of	our	 local	 food	

products?
M:	 	Yeah,	how	much	are	these	packages	of	dried	mango?
W:	 	They’re	$3	a	package,	but	if	you	buy	more	than	five,		

you	get	10%	off.
M:	 	Then	I’ll	take	10	packages.	Here’s	my	credit	card.
W:	 	Sounds	good.	I’ll	check	you	out	over	at	the	counter.

여: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남:		네.	기념	티셔츠를	좀	사고	싶어요.

여:		제대로	찾아	오셨습니다!	바다	그림이	그려진	저	파란색	티셔

츠가	매우	인기가	있어요.

남:		그거	멋진	그림이군요.	노란색인	것은	어때요?

여:		아,	네.	그것은	그	위에	수제	구슬들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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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반적인	티셔츠보다	2달러	더	비싸서,	12달러예요.

남: 		둘	다	멋져요.	각각	하나씩	살게요,	그래서	파란색	하나와	노

란색	하나요.

여: 		알겠어요.	저희	향토	식품들	중	손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을까요?

남:		네,	이	말린	망고	봉지들은	얼마예요?

여:		그것들은	한	봉지에	3달러인데,	5개	넘게	사시면	10퍼센트	

할인을	받으시게	돼요.

남:		그럼	10봉지를	살게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어요.

여:		좋아요.	저기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Topic & Situation]	기념품	티셔츠와	향토	식품	구입

[Solution]	남자는	기념품으로	10달러짜리와	12달러짜리	티셔

츠를	하나씩	구입하고,	한	봉지에	3달러짜리	말린	망고를	10봉지	

사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았다.	따라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49’이다.

[Words & Phrases]
souvenir�기념품���popular�인기�있는���handcrafted�수제의,�수공

예품인���bead�구슬,�비즈���local�food�향토�식품���counter�계산대,�

판매대

10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Grace,	have	you	heard	of	Sea	Turtle	Swimming	

Festival?	There’s	an	article	in	here	about	it.
W:	No,	I	haven’t.
M: 	It’s	an	annual	festival.	This	was	its	fifth	year.
W:	 	Oh,	really?	When	was	it?
M:	 	It	was	on	New	Year’s	Day.
W:	 	Sea	swimming	on	New	Year’s	Day?	Sounds	fun.	Did	

a	lot	of	people	participate?
M:	 	The	article	says	there	were	more	than	5,000	people	

this	year.
W:	 	Wow,	over	5,000	people	 swimming	 in	 the	ocean	

would	be	a	fantastic	scene.
M:	 	That’s	 right.	Healthy	Life	Association	hosted	 the	

festival,	and	it	was	very	successful.
W:	 	Sounds	interesting.	I	think	starting	the	new	year	with	

a	challenge	is	a	good	idea.	Why	don’t	we	participate	

next	year?
M:	 	All	right.	I’ll	try.

남: 		Grace,	Sea	Turtle	수영	축제에	대해서	들어	봤니?	여기에	

그것에	대한	기사가	있어.	

여: 	아니,	들어	본	적	없어.

남: 	그것은	매년	열리는	축제야.	이번이	5년째였어.

여:		아,	정말?	그게	언제였는데?

남:		새해	첫날에	열렸어.

여:		새해	첫날에	바다	수영이라고?	재밌게	들린다.	많은	사람들

이	참여했니?

남:		그	기사에는	올해	5천	명	넘게	참여했다고	쓰여	있어.

여:		와,	바다에서	수영하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환상적인	장

면일	것	같아.

남:		맞아.	Healthy	Life	Association이	축제를	주최했는데,	그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어.

여:		흥미롭게	들리는	걸.	도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	내년에	참가하면	어떨까?

남:		좋아.	해	볼게.

[Topic & Situation]	Sea	Turtle	수영	축제

[Solution]	남자와	여자가	Sea	Turtle	수영	축제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면서	개최	횟수,	개최	날짜,	참가	인원,	주최	기관에	대해

서는	언급했지만,	④	‘참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article�(신문이나�잡지의)�기사���annual�매년의,�일�년의���participate�

참여하다���host�주최하다���challenge�도전

11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students.	Today	we’re	going	to	start	class	by	

looking	at	a	unique	plant.	 It’s	called	 the	“dancing	

plant”	because	amazingly,	at	times,	it	looks	like	it’s	

dancing.	This	is	because	it	moves	its	leaves	to	light	

and	gravity.	It	also	moves	when	stimulated	by	sound	

and	music.	Here’s	a	picture	of	 it.	 It	widely	thrives	

in	tropical	Asian	countries.	Its	 leaves,	flowers,	and	

roots	have	been	used	 in	medicine	 for	 centuries.	

Also,	Charles	Darwin	used	to	write	about	this	plant.	

It’s	 actually	 featured	 in	his	 book	The Power of 

Movement in Plants.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독특한	식물을	하나	보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것은	놀랍게도	가끔	춤추는	것처럼	보

이기	때문에	‘dancing	plant’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것이	

빛과	중력에	따라	잎들을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또한	

소리와	음악에	자극을	받을	때에도	움직이죠.	여기	그것의	사

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대	아시아	국가들에서	널리	잘	자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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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것의	잎,	꽃,	그리고	뿌리는	수	세기	동안	의료에	사

용되어	왔어요.	또한	Charles	Darwin은	이	식물에	대한	글

을	쓰기도	했지요.	그것은	실제로	그의	저서	The Power of 

Movement in Plants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어요.

[Topic & Situation]	dancing	plant
[Solution]	여자는	dancing	plant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의	잎

과	꽃과	뿌리가	수	세기	동안	의료에	사용되어	왔다고	말했으므

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최근	들어	의료에	사용

되기	시작했다.’이다.

[Words & Phrases]
unique�독특한���amazingly�놀랍게도���gravity�중력���stimulate�

자극하다�� � thrive�잘�자라다,�번성하다�� �medicine�의료,�의학���

feature�특별히�포함하다

1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Lisa,	why	are	you	looking	at	crayon	sets	online?
W:	 	I’m	buying	my	cousin	a	birthday	present.	She’s	

turning	5.	Which	set	do	you	think	I	should	get?
M:	 	Let’s	 see.	 I	 think	 this	one	with	12	crayons	 is	 too	

small.	There	aren’t	enough	crayons.
W:	 I	agree.	More	is	better.
M:	 	Do	you	think	she’ll	be	happy	with	any	of	the	animal	

characters?
W:	 	Come	to	think	of	it,	I	doubt	she’d	like	the	set	with	

bears.	I’ll	get	one	of	the	others.
M:	 	Okay.	And	 this	 one	 is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s.
W:	 	Yeah,	it’s	too	expensive,	so	I’ll	buy	one	of	these	two.
M:	 	Then	the	main	difference	is	washable	or	not.	Your	

cousin	 is	pretty	young,	so	maybe	the	washable	set	

would	be	better.
W:	 	I	think	you’re	right.	She	did	draw	on	the	wall	once.

So	I’ll	order	this	one.	Thanks	for	helping	me.
M:	 	No	problem.

남:		Lisa,	온라인으로	크레용	세트를	왜	보고	있는	거니?

여:		사촌에게	생일	선물을	사	주려고.	그	아이는	5살이	되거든.	

어떤	세트를	사야	할까?

남:		어디	보자.	12개의	크레용이	있는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	

크레용이	충분하지	않아.

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많은	것이	더	좋지.

남:		그	애가	동물	캐릭터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아할	것	같니?

여:		생각해	보니,	그	애가	곰이	있는	세트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아.	

다른	것	중	하나를	사야겠어.

남:		알겠어.	그리고	이건	다른	것들보다	더	비싸구나.

여:		그래,	그건	너무	비싸니까,	이	두	개	중	하나를	사야겠어.

남:		그럼	주된	차이는	세척이	가능한지	아닌지야.	네	사촌은	꽤	

어리기	때문에	세척이	가능한	세트가	더	나을	것	같아.

여: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애는	정말로	언젠가	벽에	그림을	

그렸거든.	그럼	이것을	주문해야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남:		천만에.

[Topic & Situation]	동물	캐릭터가	있는	크레용	세트

[Solution]	여자는	사촌	동생을	위한	선물로	크레용	세트를	고르

면서,	크레용이	12개	넘게	들어	있는	것,	곰	캐릭터가	아닌	것,	다

른	것들보다	비싸지	않은	것,	그리고	세척이	가능한	것을	선택했

다.	따라서	여자가	주문할	크레용	세트는	③이다.

[Words & Phrases]
come�to�think�of�it�생각해�보니���washable�세척이�가능한

1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i,	Mr.	Collins.
M:	 	Hi,	Evelyn.	Have	you	decided	on	the	new	members	

of	your	club?
W:	 	Not	yet.	I’m	supposed	to	interview	some	freshmen	

after	school	today.
M:	 	How	many	freshmen	want	to	join?
W:	 	Actually,	quite	a	lot.	I	think	about	twenty.
M:	 	That’s	good.	What	types	of	questions	are	you	going	

to	ask	them?
W:	 	Since	our	club	focuses	on	contemporary	international	

problems,	I’m	going	to	ask	them	for	their	opinion	on	

a	problem	and	for	a	solution.
M:	 	Well,	don’t	you	think	that’s	too	much	to	ask	them	to	

know?
W:	 	But	 I	was	asked	 those	questions	 last	year	when	I	

wanted	to	join	the	club.
M:	 	But	 it	was	tough,	right?	Maybe	think	about	asking	

questions	to	find	out	how	passionate	they	are	about	

the	issues.
W:	 	You	have	a	point.	 It	makes	more	sense	 to	find	out	

their	enthusiasm	for	our	club	activities	rather	than	to	

ask	them	tough	questions.
M:	 	Definitely.	Their	pass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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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mbers.

여:		안녕하세요,	Collins	선생님.

남:		안녕,	Evelyn.	네	동아리의	새	부원을	정했니?

여:		아직이요.	오늘	방과	후에	신입생들을	몇	명	면접하기로	되

어	있어요.

남:		얼마나	많은	신입생들이	가입하고	싶어	하니?

여:		사실,	꽤	많아요.	스무	명	정도	될	거예요.

남:		좋아.	그	아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할	예정이니?

여:		우리	동아리가	현대	국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해결책에	대해	물어볼	거

예요.

남:		글쎄,	그들이	알도록	요구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니?

여:		하지만	제가	작년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을	때	그런	질문

들을	받았어요.

남:		하지만	그것은	힘들었지,	그렇지?	혹시	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렴.

여: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알아내는	게	더	이치

에	맞아요.

남:		물론이지.	그들의	열정이	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야.

[Topic & Situation]	동아리	신입	부원	면접하기

[Solution]	여자가	동아리	신입	부원을	면접할	때	어려운	국제	문

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고	말하자,	남자는	지원한	학생들이	얼마

나	열정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여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열의를	알아보는	것

이	더	이치에	맞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물론이지.	그들의	열정이	

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야.’이다.

①	동의해.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거든.

②	잘했어.	좋은	면접용	질문을	많이	준비했구나.

④	맞아.	그	동아리의	활동은	정말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

⑤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면접에서	단지	네	열정을	보여	주려

고	노력해	보렴.

[Words & Phrases]
freshman�신입생���quite�꽤,�상당히���focus�on�~에�초점을�맞추

다���contemporary�현대의,�동시대의���opinion�의견���tough�어려

운,�힘든���passionate�열정적인���You�have�a�point.�일리가�있다.���

make�sense�이치에�맞다���enthusiasm�열의,�열정

1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Mr.	Adamson.	You	wanted	to	see	me?

M:	 	Oh,	Lisa.	Yes.	Please	come	in	and	have	a	seat.
W:	 	Okay.	Is	there	something	wrong?
M:	 	Well,	I	just	noticed	that	you	haven’t	chosen	a	foreign	

language	class	for	next	semester	yet.
W:	 	I	know.	I	can’t	make	up	my	mind.
M:	 	I	thought	you	wanted	to	study	Chinese.
W:	 	I	do,	but	I	think	it’ll	be	too	difficult.
M:	 	That’s	 the	same	reason	you	weren’t	going	to	study	

Japanese.
W:	 	Right.	But	I’m	thinking	of	actually	signing	up	for	

Japanese.
M:	 	Okay.	But	make	sure	you	let	me	know	your	decision	

by	tomorrow.
W:	 	All	right.	I’ll	let	you	know.
M:	 	Remember,	 it’s	 important	 to	make	 a	 thoughtful	

decision,	but	overthinking	can	keep	you	hesitating.
W:	 	I	understand.	 I’ll	 try	not	 to	 think	 too	much	about	

making	decisions.

여:		안녕하세요,	Adamson	선생님.	절	찾으셨어요?

남:		아,	Lisa.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여:		네.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요?

남:		음,	난	네가	다음	학기	외국어	수업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는	걸	알게	됐어.

여:		알아요.	전	결심을	못	하겠어요.

남:		난	네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		그래요,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남:		그건	네가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야.

여:		맞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일본어를	신청할	생각이거든요.

남:		좋아.	하지만	반드시	내일까지는	네	결정을	알려	줘.

여:		알았어요.	알려	드릴게요.

남:		명심하거라,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

치게	많은	생각은	네가	계속	망설이게	할	수	있단다.

여:		알겠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도

록	노력할게요.

[Topic & Situation]	외국어	수업	선택하기

[Solution]	여자가	다음	학기	외국어	수업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

겠다고	말하자,	남자는	사려	깊은	결정도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	계속	망설이게	할	수	있다고	여자에게	조언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알겠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도

록	노력할게요.’이다.

①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현명한	결정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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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②	아니,	이런.	다음	학기에	2개의	언어를	수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③	물론이죠.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⑤	사실이에요.	매	학기마다	같은	언어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Words & Phrases]
have�a�seat�자리에�앉다���semester�학기���make�up�one’s�

mind�결심을�하다���sign�up�for�~을�신청하다���make�sure�~�반

드시�~하다���thoughtful�사려�깊은���overthink�너무�많이�생각하다���

hesitate�망설이다,�주저하다

1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Oliver	 loves	 inventing	 things.	His	main	 interest	 is	

in	creating	 things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e	past	 few	months,	 he’s	been	working	on	

developing	artificial	 legs	 for	people.	He’s	spent	a	

lot	of	time	on	this,	and	he	has	some	good	ideas,	but	

he	doesn’t	have	a	 few	materials	he	needs.	When	

he	tells	his	friend	Amanda	about	this	problem,	she	

tells	him	that	her	aunt	works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Oliver	thinks	her	aunt	can	help	him	get	the	

materials.	So	Oliver	wants	Amanda	to	help	him	get	

in	touch	with	her	aun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Oliver	most	likely	say	to	Amanda?
Oliver:	Would	you	introduce	me	to	your	aunt	so	I	can	

ask	her	for	help?

남:		Oliver는	물건들을	발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주된	관

심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물건들을	만드는	것입

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사람들을	위한	인공	다리를	개발

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썼고,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재료가	없습니다.	그는	친구인	Amanda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의	고모님이	의료기기	산업에서	일

하신다고	말합니다.	Oliver는	그녀의	고모님이	그가	재료를	

얻는	것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liver
는	그가	그녀의	고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Amanda가	도와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Oliver는	Amanda에게	뭐

라고	말하겠습니까?

Oliver: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나를	네	고모님께	소개해	주

겠니?

[Topic & Situation]	친구의	친척에게	도움	청하기

[Solution]	Oliver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최근	인공	다리

를	개발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없자,	이런	문제에	대

해	친구인	Amanda에게	말하고,	그녀는	자신의	고모님이	의료기

기	산업에서	일하신다고	말한다.	그녀의	고모님이	재료를	얻는	것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Oliver는	Amanda가	도움을	주

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Oliver가	Amand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나를	네	

고모님께	소개해	주겠니?’이다.

①	우리가	새로운	발명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	있을까?

②	그런	재료들을	살	곳을	찾아보는	게	어때?

③	네	고모님은	어떻게	그런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드셨니?

④	너는	그	발명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하니?

[Words & Phrases]
invent�발명하다���disability�장애���work�on�~하는�데�노력하다����

artificial�인공의,�인조의���material�재료���medical�의료의,�의학의���

device�기구,�기기���get�in�touch�with�~와�연락하다

16~17 정답 16 ⑤  17 ②

[Script & Translation]
W:	 	Good	morning,	 listeners.	Welcome	 to	Fun with 

Language.	There	are	so	many	English	expressions	

with	 animal	names	 in	 them.	Today	we’ll	 take	 a	

look	at	 some	of	 them.	The	 first	expression	 is	“to	

weep	crocodile	 tears,”	which	means	“to	put	on	an	

insincere	 show	of	 sorrow.”	The	 reason	 for	using	

crocodiles	 comes	 from	 the	belief	 that	 they	 shed	

tears	when	they	kill	their	prey.	Another	expression	is	

“the	lion’s	share,”	which	means	“the	largest	share.”	

This	expression	 is	known	to	originate	from	fables	

in	which	 lions	get	 the	most	amount	of	 food	when	

shared.	The	third	expression,	“to	let	the	cat	out	of	the	

bag,”	means	“to	reveal	a	secret	that	was	previously	

hidden.”	Here,	a	cat	symbolizes	a	secret.	The	 last	

expression	is	“going	on	a	wild	goose	chase,”	which	

means	“going	after	something	that	you’re	not	likely	

to	catch.”	This	 is	because	wild	geese	are	hard	 to	

get	a	hold	of.	See	if	you	can	find	more	expressions	

that	include	animal	names.	Please	send	them	to	our	

show,	and	we’ll	talk	about	them	tomorrow!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Fun with Languag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물	이름이	들어간	영어	표현은	매우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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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은	그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

현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인데요,	이것은	‘진실되지	못한	

슬퍼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악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악어

들이	먹잇감을	죽일	때	눈물을	흘린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

다.	또	다른	표현은	‘사자의	몫’으로,	‘가장	큰	몫’이라는	뜻입

니다.	이	표현은	먹이가	나누어질	때	사자가	가장	많은	먹이

를	차지하는	우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

째	표현인	‘고양이를	가방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것은	‘이전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양이

는	비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표현은	‘기러기	쫓아가기’로,	

‘잡힐	것	같지	않은	것을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러

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물	이름이	들어

간	더	많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들을	저

희	프로로	보내	주시면,	내일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

니다!

[Topic & Situation]	동물	이름이	들어간	영어	표현들

[Solution]	

16	여자는	동물	이름이	들어간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	‘동물	관련	영어	표현들의	의미를	설명하려고’이다.

17	동물	관련	영어	표현들이	예로	등장하면서	악어,	사자,	고양

이,	기러기는	언급되었지만	②	‘말’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expression�표현���weep�(눈물을)�흘리다,�울다���insincere�진실되

지�못한���sorrow�슬픔���shed�tears�눈물을�흘리다���prey�먹잇감���

share�몫���originate�from�~에서�유래되다���fable�우화���reveal�

드러내다���previously�이전에���symbolize�상징하다���wild�goose�

기러기���get�a�hold�of�~을�붙잡다

28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96~201쪽

�01�⑤� 02�①� 03�②� 04�⑤� 05�④� � 06�⑤
�07�②� 08�③� 09�④� 10�④� 11�⑤� 12�④
�13�⑤� 14�②� 15�⑤� 16�②� 17�②

0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Claire,	where	are	you	going?
W:	 	I’m	going	for	a	walk	in	the	park.	Would	you	like	to	

join	me?
M:	 	I’d	like	to,	but	I’m	going	to	meet	my	mom	for	lunch	

at	Dunn’s	Kitchen.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ut	you	recommended	it.
W:	 	Of	course.	I’m	sure	your	mom	will	really	like	it.

남:		Claire,	어디	가는	중이니?

여:		공원에서	산책하러	가는	중이야.	나랑	같이	갈래?

남:		그러고	싶지만,	어머니를	만나	Dunn’s	Kitchen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야.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것을	추천

해	주었어.	

여:		물론이지.	분명히	네	어머니께서	그곳을	정말로	좋아하실	

거야.

[Topic & Situation]	추천받은	식당에서	점심	먹기

[Solution]	남자가	어머니와	점심을	먹을	식당으로	여자가	추천

해	준	식당을	선택했다고	말했으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물론이지.	분명히	네	어머

니께서	그곳을	정말로	좋아하실	거야.’이다.

①	물론이지.	나는	너랑	점심을	먹을	수	있어.

②	맞아.	나는	아마도	너를	공원에서	볼	거야.

③	그래.	점심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해.

④	미안해.	내가	네	어머니를	뵌	적이	없다고	생각해.

[Words & Phrases]
join�함께하다,�합류하다���recommend�추천하다,�권하다��� lunch�

break�점심시간

02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i,	Jack.	Why	are	you	holding	your	wrist	like	that?
M:	 	Hi,	coach.	I	fell	on	it	 this	morning.	I	don’t	 think	I	

can	play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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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W:	 	Oh,	no!	It’s	going	 to	be	hard	for	 the	 team	to	play	

without	 you.	 I	 hope	 you’ll	 cheer	 us	 on	 in	 the	

volleyball	finals	tonight.
M:	 	Bad	timing.	But	I’ll	be	the	loudest	fan!

여:		안녕,	Jack.	팔목을	왜	그렇게	잡고	있니?

남: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	아침에	팔목을	대면서	넘어졌어요.	

오늘밤에	경기를	뛸	수	없을	것	같아요.	

여:		이런!	팀이	네가	없이	경기를	하는	것은	힘들	거야.	네가	오늘

밤	배구	결승전에서	우리를	응원하길	바랄게.	

남:		타이밍이	안	좋네요.	하지만	목소리가	가장	큰	팬이	될게요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할게요)!

[Topic & Situation]	팔목	부상과	배구	결승전

[Solution]	팔목을	다친	배구	선수인	남자에게	코치인	여자가	안

타까움을	표현하면서	팀이	남자	없이	경기를	하는	것은	힘들	것이

며,	오늘밤	배구	결승전에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므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이밍이	안	좋네요.	하지만	목소리가	가장	큰	팬이	될게요(가

장	큰	목소리로	응원할게요)!’이다.	

②	너무	안됐네요.	코치님은	그것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③	서두르세요.	우리는	코트	바닥을	대걸레로	닦아야	해요.	

④	맞아요.	저도	배구팀에	들어갈	거예요.

⑤	문제없어요.	코치님이	배구공들을	나르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Words & Phrases]
hold�잡고�있다���wrist�팔목���fall�넘어지다���mop�대걸레로�닦다���

floor�바닥

0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ello,	 listeners!	 I’m	John	Wall,	 a	 travel	 expert.	

One	major	expense	for	 travelers	 is	 food.	Here	are	

some	 tips	 to	cut	down	on	your	 food	costs	while	

traveling.	First,	make	your	own	meals.	You	can	

enjoy	 the	 local	cuisine	by	buying	groceries	 from	

a	 local	supermarket	and	cooking	your	own	meal	a	

few	times	a	week.	Second,	look	for	lunch	specials.	

Normally,	you	can	find	dinner-sized	meals	at	lower	

prices	during	lunch.	Last,	carry	a	water	bottle.	Tap	

water	is	safe	in	most	places,	and	bottled	water	can	

get	expensive.	But	be	sure	to	use	a	water	bottle	with	

a	filter	for	your	safety.	Happy	travels!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행	전문가	John	Wall입

니다.	여행자들의	대부분의	비용이	드는	한	가지는	먹는	것입

니다.	여기	여행하는	동안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비결

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식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은	현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

입해서	여러분	자신의	식사를	만듦으로써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심	특선	메뉴를	찾으십시오.	대개	

점심	동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정찬(正餐)	규모의	식사를	찾

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병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수

돗물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수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필터가	있는	물

병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

[Topic & Situation]	여행	중	식비	절감	방법

[Solution]	남자는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기,	점심	특선	메뉴	사	

먹기,	물병에	안전한	수돗물	받아	마시기를	통해	여행	중	식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②	‘여행	중	식비	절감	방법을	알려	주려고’이다.

[Words & Phrases]
expert�전문가���expense�비용이�드는�것,�비용���tip�비결,�조언,�

팁���cut�down�on�~을�줄이다���food�cost�식비���local�현지의���

cuisine�요리,�요리법���groceries�식료품���lunch�special�점심�특

선�메뉴���normally�대개,�보통���dinner-sized�정찬�규모의���filter�

필터,�여과�장치

04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Hey,	Jennifer.	Let’s	walk	on	the	new	sidewalk.
W:	 	It’s	not	actually	a	sidewalk,	and	it’s	not	meant	for	

pedestrians.	It’s	a	bike-only	path.
M:	 	You	mean	this	is	for	cyclists	only?
W:	 	Yes.	We’re	 not	 supposed	 to	 walk	 on	 this	 path.	

There’s	a	sign	on	the	path	up	ahead.
M:	 	Does	that	mean	people	can’t	walk	there	at	all?
W:	 	You	got	that	right.
M:	 	I	didn’t	know	that.
W:	 	Well,	the	city	is	building	more	and	more	bike	paths	

to	encourage	more	people	to	ride	their	bikes.
M:	 	That’s	good.	But	there	aren’t	any	cyclists	around.
W:	 	We	still	shouldn’t	walk	on	the	bike	path.	It’s	the	law.
M:	 	I	see.

남:		어이,	Jennifer.	새	보도로	걷자.

여:		그것은	실제로	보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보행자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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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말은	이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뜻

이니?

여:		그래.	우리는	이	길에서	걸어서는	안	돼.	길	위	저	앞에	표지

가	있네.

남: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대	걸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

여:		네	말이	맞아.

남:		난	그것을	몰랐어.

여:		음,	이	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이야.

남:		좋은	일이네.	하지만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

잖아.

여:		그래도	우리는	자전거	도로	위에서	걸어서는	안	돼.	그것은	

법이야.	

남:		알겠어.

[Topic & Situation]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	금지	규정	준수

[Solution]	여자는	남자에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행자가	이용

해서는	안	되며,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전거	도

로에서	걸으면	안	되며,	그것은	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자전거	전용	도로의	보행	금지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이다.

[Words & Phrases]
sidewalk�보도,�인도���pedestrian�보행자���path�길���sign�표지(판)���

You�got�that�right.�네�말이�맞아.���encourage�권장하다

05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W:	 	Hello.	How	can	I	help	you?
M:	 	Hello.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Dr.	

Parker.
W:	 	Okay.	When	would	you	like	to	come	in?
M:	 	Next	Tuesday	morning,	if	possible.
W:	 	Let	me	check	 if	 that’ll	work.	[Pause]	Sure,	 that	

works.	And	what	would	you	like	to	see	him	about?
M:	 	I	need	a	complete	physical	examination	for	a	new	

job.
W:	 	All	right.	Does	your	company	have	a	form	they	need	

the	doctor	to	fill	out?
M:	 	Yes.
W:	 	Okay.	Can	you	send	 it	 to	me	by	fax	or	by	email?	

That	way	I’ll	know	how	much	time	to	schedule	for	

your	appointment.

M: 		I’ll	send	it	to	you	by	fax.	May	I	have	the	clinic	fax	

number?	
W: 	It’s	123-4567-8900.
M: 	Thanks.	I’ll	send	it	in	ten	minutes.	
W:	 	Okay,	thanks.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Parker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있도록	예약을	하

고	싶습니다.

여:		좋습니다.	언제	오시고	싶으세요?

남:		가능하다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요.

여:		그것이	가능할지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를	보려고	하시나요?

남:		새	일자리를	위해서	종합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여:		좋습니다.	손님	회사는	의사가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양식

을	가지고	있나요?

남:		그렇습니다.

여:		네.	그것을	팩스나	이메일로	제게	보내	주실	수	있나요?	그러

면	제가	손님의	예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정해	놓아야	하

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남: 		그것을	팩스로	보내	드릴게요.	병원	팩스	번호를	알려	주시겠

어요?	

여: 	123-4567-8900번입니다.	

남: 	감사합니다.	10분	후에	그것을	보낼게요.	

여:		네,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신체검사	예약하기

[Solution]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날짜에	병원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고	있고,	남자는	새	일자리를	위한	종합	신체검사가	필

요해서	병원	예약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	‘병원	직원	-	병원	이용자’이다.

[Words & Phrases]
make�an�appointment�예약하다�� �complete�physical�

examination�종합�신체검사���company�회사���form�양식,�서식���

fill�out�~을�작성하다���clinic�병원

06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What’s	that	photo	of,	Logan?
M:	 	From	a	barbecue	over	the	weekend.
W:	 	Cool.	Who	are	these	people?
M:	 	Well,	these	two	girls	on	the	lef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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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he	ones	playing	with	toys?
M:	 	Yes.	One	is	my	daughter	and	the	other	is	my	friend’s	

daughter.	They	get	along	really	well.
W:	 	Who’s	 this	woman	sitting	at	 the	 table	with	glasses	

on?
M:	 	She’s	my	friend’s	wife.
W:	 	I	see.	Then	this	woman	standing	near	the	table	must	

be	your	wife.
M:	 	Yeah,	 she	 and	 my	 friend’s	 wife	 are	 also	 close	

friends.
W:	 	That’s	cool.	And	is	this	boy	with	the	plate	your	son?
M:	 	Yes.	He’s	always	ready	to	eat.
W:	 	Who’s	this	man	wearing	a	striped	T-shirt?
M:	 	He’s	my	friend.	He	barbecued	everything	that	day.

여:		무슨	사진이에요,	Logan?

남:		주말	동안	바비큐	파티에서	찍은	거예요.

여:		멋지네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		음,	왼쪽의	이	두	여자아이는요….

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여자아이들이요?

남:		네.	한	아이는	내	딸이고	다른	아이는	내	친구의	딸이에요.	그

들은	정말	사이좋게	지내요.

여:		안경을	끼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남:		그녀는	내	친구의	아내예요.

여:		그렇군요.	그러면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는	이	여자는	틀림없

이	당신의	아내겠네요.

남:		네,	그녀와	내	친구의	아내	또한	가까운	친구예요.

여:		멋지네요.	그리고	접시를	가지고	있는	이	남자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죠?

남:		네,	그는	항상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이	남자는	누구예요?

남:		그는	내	친구예요.	그는	그날	모든	것을	구웠어요.	

[Topic & Situation]	바비큐	파티

[Solution]	대화에서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남자라고	말했는데,	

그림에서	남자는	무늬가	없는	티셔츠를	입고	있으므로,	⑤가	대화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 Phrases]
barbecue�바비큐�파티,�바비큐;�(고기를)�굽다����get�along�well�잘�

지내다���close�가까운���plate�접시���striped�줄무늬의

07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Charles,	we	should	see	what	we	still	need	 to	 set	

up	 in	 the	auditorium	for	 the	Latin	music	program	

tonight.
M:	 	Okay.
W:	 	I	know	the	performers	want	a	beam	projector	to	play	

some	videos.
M:	 	I’ve	already	set	that	up.
W: 		All	right,	great.	Oh,	did	you	give	the	performers	a	

call	back?	
M: 	Yes.	I	did	that	this	morning.	
W:	 	What	did	they	want?
M:	 	They	 wanted	 to	 know	 if	 we	 have	 any	 wireless	

microphones.	I	wasn’t	sure	if	we	had	any.
W:	 	We	 just	got	some	 this	year.	They’re	 in	 the	chorus	

room.	Can	you	grab	them?	I	need	to	go	set	up	the	
laptop	computer	in	the	auditorium.

M:	 	Okay.	I’ll	take	care	of	it.
W:	 	Thanks.	If	you	need	me,	I’ll	be	in	the	auditorium.

여: 		Charles,	우리가	오늘밤	라틴	음악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당

에	아직도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	봐야	해요.

남: 	좋아요.

여: 		연주자들이	동영상	몇	개를	재생하기	위해	빔	프로젝터를	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 	이미	그것을	설치했어요.

여: 	알겠어요,	잘됐네요.	아,	연주자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	봤나요?	

남: 	네.	오늘	오전에	했어요.

여:	그들이	무엇을	원했나요?

남: 		우리가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여: 		우리는	올해	몇	개만	구입했어요.	그것들이	합창단	방에	있어

요.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나요?	나는	강당에	노트북	컴퓨터

를	설치해야	해요.

남:	네.	내가	그것을	처리할게요.

여:	고마워요.	내가	필요하면	나는	강당에	있을	거예요.

[Topic & Situation]	라틴	음악	프로그램	준비

[Solution]	남자가	연주자들이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지	물

어봤지만,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고,	여자가	올해	

구입한	무선	마이크들이	합창단	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묻자,	남자는	자신이	그러겠다고	대답했

다.	따라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무선	마이크	가

져오기’이다.

[Words & Phrases]
set�up�~을�설치하다���auditorium�강당���performer�연주자���

beam�projector�빔�프로젝터���wireless�무선의���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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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마이크���chorus�합창단���laptop�computer�노트북�컴퓨터���take�

care�of�~을�처리하다

08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Michael,	how	was	your	vacation?
M:	 	So	much	fun.	Paris	and	London	were	amazing.	Do	

you	want	to	see	some	pictures	I	took?
W:	 	Sure.	[Pause]	Wow,	great	pictures.
M:	 	Thanks.	I	wish	I	knew	how	to	take	better	pictures,		

though.	There	were	 so	many	cool	 things	 to	 take	

pictures	of.
W:	 	You’ve	been	saying	that	for	a	long	time.	I	remember	

you	said	that	when	we	went	to	that	photo	exhibition	

at	the	Central	Art	Gallery	a	few	months	ago.
M:	 	I	 know.	 So	 finally,	 I	 actually	 signed	 up	 for	 a	

photography	class.
W:	 	You	did?	That’s	cool.	When	does	it	start?
M:	 	Next	week.
W:	 	Great.	Do	you	have	your	own	camera?
M:	 	No,	I	don’t.	I’m	planning	on	buying	a	digital	camera	

because	I	have	to	bring	my	own	to	the	class.
W:	 	Good	idea.
M:	 	Could	you	go	with	me	 to	buy	one?	You’re	 in	 the	

photo	club	so	you	probably	know	way	more	than	I	

do.
W:	 	Sure.

여:		Michael,	휴가는	어땠어요?

남:		아주	재미있었어요.	파리와	런던은	놀라웠어요.	내가	찍은	사

진을	좀	볼래요?

여:		네.	[잠시	후]	와,	대단한	사진들이네요.

남:		고마워요.	하지만	더	좋은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요.	사진으로	찍을	멋진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		당신은	오랫동안	그	말을	해	오고	있어요.	나는	우리가	몇	달	

전에	Central	Art	Gallery의	그	사진	전시회에	갔을	때	당

신이	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남:		알아요.	그래서	마침내	실제로	사진	촬영	강좌에	등록했어요.

여:		그랬다고요?	그거	멋지네요.	그것은	언제	시작되나요?

남:		다음	주에요.

여:		잘됐네요.	당신	자신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나요?

남: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업에는	내	것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려고	해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남:		저랑	같이	하나	사러	갈	수	있나요?	당신은	사진	동아리에	속

해	있어서	아마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여:		물론이죠.

[Topic & Situation]	디지털	카메라를	사려는	이유

[Solution]	사진	촬영	강좌에	등록한	남자에게	여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냐고	묻자,	남자는	수업에	자기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가야	해서	하나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디지털	카

메라를	사려는	이유는	③	‘사진	촬영	강좌에	가지고	가야	해서’

이다.

[Words & Phrases]
vacation�휴가���amazing�놀라운���exhibition�전시회���sign�up�

for�~에�등록하다���photography�사진�촬영���way�훨씬

09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i.	May	I	help	you?
M:	 	Hi.	Can	you	show	me	where	necklaces	are?
W:	 	Sure.	They’re	right	over	here.	And	just	so	you	know,	

this	necklace	with	 the	circular	pendant	 is	on	sale	

right	now.
M:	 	It’s	nice,	but	I’m	looking	for	one	with	a	heart-shaped	

pendant.	It’s	for	my	wife.
W:	 	We	have	one	right	here.	It’s	$100.
M:	 	Perfect.	 I’ll	 take	 it.	And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my	daughters?
W:	 	How	old	are	they?
M:	 	Five	and	seven.
W:	 	Sure,	how	about	these	headbands?	They’re	$10	each.
M:	 	My	girls	would	love	these.	I’ll	take	two	of	them.
W:	 	Okay.	Do	you	need	anything	else?
M:	 	No,	that’s	it.	And	can	I	use	this	coupon?
W:	 	Sure.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M:	 	Great.	Here’s	my	credit	card.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줄	수	있나요?

여:		네.	그것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원형	펜던트가	있는	이	목걸이는	지금	할인	판매	중입니다.

남:		그것이	멋지네요,	하지만	저는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있는	것

을	찾고	있어요.	그건	제	아내를	위한	것이에요.	

여: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0달러입니다.

남:		아주	좋아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제	딸들을	위한	뭔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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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남:		다섯	살과	일곱	살입니다.

여:		그럼,	이	머리띠들은	어떠세요?	하나에	10달러입니다.

남:		내	딸들이	좋아하겠는데요.	2개	주세요.

여:		네.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남: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여:		물론입니다.	총액에서	10퍼센트	할인받으실	거예요.

남:		좋습니다.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Topic & Situation]	목걸이와	머리띠	구매

[Solution]	목걸이의	값은	100달러이고,	머리띠	2개의	값은	20
달러인데,	총	가격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남자

가	지불할	금액은	④	‘$108’이다.

[Words & Phrases]
necklace�목걸이���just�so�you�know�참고로�말하자면���circular�

원형의���pendant�펜던트���recommend�추천하다���headband�머

리띠

10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Honey,	what	are	you	looking	at	on	your	smartphone?
M:	 	The	Greenhill	Light	Festival	website.	Do	you	want	

to	go	again	this	year?
W:	 	Sure,	I’d	love	to.	When	is	it?
M:	 	It’s	from	December	11th	to	the	20th.
W:	 	Will	it	be	held	at	Greenhill	Gardens	again	this	year?
M: 	Yes,	but	it	looks	bigger	this	year.
W: 	How	much	does	it	cost?
M:	 	Adult	tickets	are	$10,	with	discounts	for	children.
W:	 	Good.	Our	girls	will	 love	 the	 festival.	Have	 they	

extended	the	trail?
M:	 	Yeah.	It’s	now	3	km	long,	and	it	even	goes	through	

a	tunnel.	And	there	are	now	over	a	million	twinkling	

lights.
W:	 	Awesome!
M:	 	And	 it	 says	 they’re	 going	 to	 open	 up	 a	 public	

parking	lot	nearby	for	extra	parking.
W:	 	That’s	good.	They’ll	need	it.

여:		여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남:		Greenhill	불빛	축제의	웹사이트요.	올해	다시	가고	싶지요?

여:		물론이죠,	가고	싶어요.	그것은	언제예요?

남: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예요.

여:		올해도	Greenhill	Gardens에서	다시	열리나요?

남: 	네,	하지만	그것이	올해는	더	커	보이네요.	

여: 	그것(입장료)은	얼마인가요?

남:		성인	입장권은	10달러이고,	아이들은	할인돼요.

여:		좋네요.	우리	딸들이	그	축제를	좋아할	거예요.	코스를	연

장했나요?

남:		네.	그것이	이제는	거리가	3킬로미터이고,	심지어	터널을	통

과해요.	그리고	지금은	반짝거리는	전등이	백만	개가	넘어요.

여:		굉장하네요!

남:		그리고	추가	주차를	위해서	근처에	공용	주차장을	개장할	거

라고	나와	있어요.

여:		그거	잘됐네요.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Topic & Situation]	Greenhill	불빛	축제

[Solution]	Greenhill	불빛	축제에	관해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입장료,	주차장은	언급했지만,	④	‘참가	기념품’은	언급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light�불빛,�전등���extend�연장하다���trail�(특정�목적을�위해�따라�가

는)�코스,�오솔길���go�through�~을�통과하다���twinkle�반짝거리다,�

반짝반짝�빛나다���awesome�굉장한,�멋진

11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Attention,	 please.	 I’m	 Emma	 Jones,	 program	

coordinator	 at	 the	Midtown	Community	Center.	

I’d	 like	 to	 tell	 you	 about	 a	 new	 program	 we’re	

having:	Stand-up	Comedy	with	Funny	Glen.	Funny	

Glen	is	a	 local	comedian	with	5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Stand-up	Comedy	with	Funny	Glen	is	

a	6-week	program	open	to	adults	aged	20	and	over.	

Participants	will	 learn	 the	art	of	stand-up	comedy,	

including	writing	and	telling	jokes.	The	class	will	

meet	once	a	week,	on	Thursdays.	The	first	class	is	

Thursday,	July	9th.	You	may	register	online	or	at	the	

community	center.	The	registration	fee	is	$60,	which	

doesn’t	 include	the	workbook.	We	hope	to	see	you	

there!

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Midtown	Community	

Center의	프로그램	기획	책임자	Emma	Jones입니다.	저

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	프로그램,	Stand-up	Comedy	with	

Funny	Glen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unny	Glen은	5년의	강사	경력을	가진	지역의	코미디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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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Stand-up	Comedy	with	Funny	Glen은	20세	이상

의	성인이	참가할	수	있는	6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

들은	농담을	쓰고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독	연기	코미디의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수업은	1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

다	있을	것입니다.	첫	수업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

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60
달러이며,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거기

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Topic & Situation]	Stand-up	Comedy	with	Funny	Glen	

프로그램	안내

[Solution]	등록비가	60달러인데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는	내용이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등록비에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다.’이다.

[Words & Phrases]
coordinator�기획�책임자,�조정자���stand-up�단독�연기�코미디(의)

comedian�코미디언���participant�참가자���art�기술���including�~을�

포함하여���joke�농담,�조크,�우스개���register�등록하다���registration�

fee�등록비���workbook�워크북,�연습�문제집

1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Honey,	what	are	you	doing?
W:	 	I’m	 looking	 online	 for	 a	 shelving	 unit	 for	 the	

kitchen.
M:	 	Good	 idea.	Then	we	 could	organize	 everything	

better.
W:	 	Check	out	 these	ones	 this	site	 is	selling.	What	do	

you	think?
M:	 	Well,	I	don’t	think	we	should	spend	over	$100.
W:	 	I	 agree.	And	 I	 think	we	need	at	 least	3	 shelves.	

Then	we’d	have	space	for	all	our	glasses,	dishes	and	

bowls.
M:	 	All	 right.	Then	 let’s	get	one	of	 these	 three.	How	

about	the	black	one?
W:	 	I’d	prefer	one	of	the	other	colors,	because	everything	

else	in	the	kitchen	is	bright.
M:	 	Okay.	Then	which	one	of	 these	 two	do	you	 like	

better?
W:	 	Well,	I	think	this	one	with	wheels	would	be	easier	to	

move	around	if	we	have	to	do	that.
M:	 	Ah,	because	 it	has	wheels.	Good	point.	Then	let’s	

get	it.

W:	 	All	right.

남: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여:		온라인으로	부엌용	선반을	찾고	있어요.

남: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		이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이것들을	살펴봐요.	어떻게	생각하

세요?

남:		음,	우리는	100달러를	넘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		나도	동의해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3개의	선반이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유리잔,	접시들,	그리고	

그릇들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될	거예요.

남:		좋아요.	그러면	이	3개	중	하나를	사도록	해요.	검은색의	것

은	어때요?

여:		부엌의	다른	모든	것들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	중	

하나를	선호해요.

남:		좋아요.	그러면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여:		음,	우리가	이리저리	이동하려고	한다면	바퀴가	있는	이것이	

그러기에	더	쉬울	거예요.

남:		맞아요,	그것에	바퀴가	있어서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면	

그것을	사기로	해요.

여:		좋아요.

[Topic & Situation]	부엌용	선반	구입하기

[Solution]	두	사람은	가격이	100달러를	넘으면	안	되고,	선반은	

적어도	3개	이상이며,	검은색이	아니면서,	바퀴가	있는	선반을	구

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구입할	선반은	④이다.

[Words & Phrases]
shelving�unit�선반���organize�정리하다���check�out�~을�살펴보

다���at�least�적어도���bowl�(우묵한)�그릇���bright�(색깔이)�밝은

13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Good	 afternoon,	 Blue	 Bird	Airlines’	 customer	

service.	Blake	speaking.	How	can	I	help	you?
W:	 	Good	 afternoon.	 I’m	 calling	 about	 a	 negative	

experience	I	had	on	one	of	your	Chicago	flights	this	

morning.
M:	 	I’m	sorry	 to	hear	 that.	Can	you	 tell	me	what	 the	

problem	was?
W:	 	Yes.	 First,	 the	 flight	 was	 delayed	 for	 one	 hour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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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We’re	 terribly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Because	 of	 the	 bad	 weather	 conditions, 	 all	

departures	were	delayed.

W:	 	Well,	there’s	more.

M:	 	Okay.	What	happened?

W:	 	When	the	plane	landed,	we	waited	for	our	baggage,	

but	it	never	came	out.

M:	 	Really?	I’m	very	sorry.	What	did	you	do	then?

W:	 	I	left	the	baggage	details	with	your	staff.

M:	 	I	apologize	for	your	inconvenience	again.

W:	 	Well,	my	family	and	I	need	our	stuff.

M:	 	As	soon	as	we	find	your	baggage,	we’ll	deliver	it	to	

you	immediately.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Blue	Bird	항공사	고객	서비스입니다.	저는	

Blake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시카고	항공편들	중	하나에서	겪은	불

쾌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		그	말을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제게	말

씀해	주시겠습니까?

여:		네.	우선,	항공편이	예고	없이	한	시간	동안	지연되었어요.

남: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나쁜	기상	상태	때문에	모

든	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여:		음,	더	있답니다.

남: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우리는	우리	수하물을	기다렸지만,	그

것이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남:		정말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		수하물의	세부	사항을	당신네	직원에게	남겼어요.

남:		손님의	불편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여:		음,	제	가족과	저는	우리	물건들이	필요해요.

남:		저희가	손님의	수하물을	찾자마자,	그것을	손님께	바로	배달

해	드리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항공	서비스에	대한	항의

[Solution]	여자가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

아	수하물의	세부	사항을	직원에게	남겼으며	마지막으로	물건들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저희가	손님의	수하물을	찾자마자,	

그것을	손님께	바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이다.

①	알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저희에게	알려	주셨다면	좋았을	것입

니다.

②	좋습니다.	손님의	친절과	이해심에	대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③	죄송합니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들이	지금	이륙할	수	없습

니다.

④	손님의	수하물과	함께	최종	목적지까지	탑승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Words & Phrases]
customer�service�고객�서비스���call�about�~에�대해�말하기�위해�전

화를�걸다���negative�(기분,�경험�등이)�불쾌한���flight�항공편,�항공기,�비

행���delay�지연시키다���without�notice�예고�없이���inconvenience�

불편���departure�출발���land�착륙하다���baggage�수하물���detail�

세부�사항���apologize�사과하다���stuff�물건���appreciate�감사하

다���take�off�이륙하다���due�to�~�때문에���check�in�탑승�수속을�밟다��

destination�목적지���deliver�배달하다���immediately�즉시

1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Hi,	Katelyn.
W:	 	Hi,	Hudson.	What	are	you	working	on?
M:	 	I’m	writing	my	election	speech	for	student	council	

president.	I’m	having	a	little	trouble,	though.
W: 		Maybe	I	can	help.	What	are	you	having	problems	

with?
M:	 	I’m	not	sure	how	to	appeal	to	the	students.
W:	 	Well,	just	think	about	what	they’re	concerned	about	

and	focus	on	those	things.
M:	 	Good	 idea.	Then	I’ll	 talk	about	 improving	school	

safety	and	getting	healthier	food	in	 the	cafeteria.	 I	

know	they’re	concerned	about	those	things.
W:	 	That’s	good.	You	may	also	want	 to	talk	about	how	

you	can	expand	the	student	parking	lot.
M:	 	I’ll	do	that.	I’m	also	worried	about	speaking	in	front	

of	everyone.	I’m	sure	I’ll	be	really	nervous.
W:	 	I	understand.	You	should	practice	a	lot	to	get	familiar	

with	your	speech.	At	least	you	have	a	couple	weeks	

to	practice.
M:	 	Yeah.	 I’ll	 try	 to	 finish	writing	my	speech	by	 this	

weekend	and	then	practice	it.	I	hope	I’ll	be	able	to	

give	a	good	speech.
W:	 	Just	be	confident	and	try	your	best.	

남:		안녕,	Katelyn.

여:		안녕,	Hudson.	무엇을	작업하고	있니?

남:		학생회장	선거	연설문을	쓰고	있어.	하지만	문제가	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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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마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무엇에	문제가	있니?

남:		학생들에게	어떻게	호소할지를	잘	모르겠어.

여:		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런	일들

에	초점을	맞춰.

남: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학교	안전을	개선하는	것과	구내식

당에서	더	건강한	음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들이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여:		좋아.	또한	학생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도	말해야	할	수도	있겠는걸.

남:		그것에	대해서	말할게.	모든	이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도	걱정돼.	틀림없이	정말	긴장할	거야.

여:		이해가	돼.	너는	네	연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연습해

야	해.	적어도	네게는	연습할	2주가	있어.

남:		그래.	이번	주말까지	연설문	쓰는	것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연습할	거야.	연설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		그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봐.	

[Topic & Situation]	학생회장	선거	연설	준비하기

[Solution]	선거에	출마한	남자가	연설문을	쓰는	중인데,	학생들

에게	어떻게	호소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자,	여자는	학생들이	관

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

한다.	이어	모든	이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

는	남자의	말을	들은	여자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적어도	연습

할	2주가	있다고	말하자,	남자는	연설문	작성을	끝내고	연습할	것

이며	연설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따라서	남자의	마

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저	자신

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봐.’이다.

①	네가	선거에	패해서	유감이야.

③	선거	연설문을	암기하도록	노력할게.

④	내가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지도	몰라.

⑤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어.

[Words & Phrases]
speech�연설(문)���student�council�학생회���president�회장���

appeal�to�~에게�호소하다����be�concerned�about�~에�관심이�

있다���focus�on�~에�초점을�맞추다���cafeteria�구내식당���want�

~해야�하다,�~하는�것이�좋다���expand�확장하다���nervous�긴장

한���get�familiar�with�~에�익숙해지다���confident�자신감이�있는���

memorize�암기하다���run�for�~에�출마하다

1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James	 drives	 to	 and	 from	 work	 with	 his	 wife,	

Madison.	One	day	after	work,	when	they’re	on	their	

drive	home,	it	begins	snowing.	After	a	few	minutes,	

the	snow	is	coming	down	so	heavily	that	James	has	

to	slow	down.	He	can	barely	see	the	car	in	front	of	

them.	As	 they	come	up	 to	an	 intersection,	 James	

is	driving	quite	 close	behind	 the	 car	 in	 front	of	

them.	Madison	is	worried	the	car	ahead	will	make	

a	 sudden	 stop,	 so	 she	wants	 to	warn	him	of	 this	

possibility	before	going	through	the	intersectio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adison	most	likely	say	

to	James?
Madison:	Keep	enough	distance	from	the	car	ahead	in	

case	it	stops	suddenly.

여:		James는	아내	Madison과	함께	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어

느	날	일이	끝난	후에,	그들이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

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분	후에	눈이	너무	심하게	

내려서	James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는	자기들	앞에	

있는	차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차로에	다가갈	때,	

James는	자기들	앞에	있는	차	뒤에서	상당히	가까이	운전하

고	있습니다.	Madison은	앞차가	갑자기	멈출까	봐	걱정합니

다,	그래서	그녀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

해	그에게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adison은	

James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Madison:	앞차가	갑자기	멈출	경우를	대비하여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요.

[Topic & Situation]	눈길	운전

[Solution]	앞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도로에

서	운전을	하는	James에게	Madison은	앞차가	갑자기	멈출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	James에게	주의를	주고	

싶어	한다.	따라서	Madison이	James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앞차가	갑자기	멈출	경우를	대비하여	앞차와	충분한	거리

를	유지해요.’이다.

①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차의	운전자를	도울	거예요.

②	우리는	길	한쪽으로	차를	대고	경치를	즐겨야	해요.

③	당신이	뒤에서	차를	밀어야	할	것	같아요.

④	당신은	항상	당신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Words & Phrases]
drive�to�and�from�work�차를�운전하여�출퇴근하다���heavily�심하

게���barely�거의�~않다���intersection�교차로���warn�주의를�주다,�

경고하다���possibility�가능성���go�through�~을�통과하다���pull�

over�길�한쪽으로�차를�대다���scenery�경치���at�all�times�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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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정답 16 ②  17 ②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I’m	Sarah	Davis,	 travel	writer	for	

Star Travel	magazine.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various	coming-of-age	customs	around	 the	world.	

A	coming-of-age	custom	 is	a	 traditional	practice	

to	 celebrate	 a	young	person	becoming	an	adult.

These	customs	are	culturally	unique.	For	example,	

in	Vanuatu,	young	boys	come	of	age	by	jumping	off	

a	98-foot-tall	tower	with	a	bungee-like	vine	tied	to	

their	ankles.	Also,	 in	Ethiopia,	some	grooms-to-be	

have	their	own	rite	of	passage	they	must	complete	

prior	to	being	able	to	marry.	They	must	successfully	

jump	over	a	male	cow	four	 times.	And	 in	 Japan,	

on	 the	 second	Monday	of	 January,	20-year-olds	

dress	up	 in	 their	 finest	 traditional	clothes,	attend	

ceremonies	 in	 local	city	offices,	and	receive	gifts.	

Lastly,	boys	of	the	Masai	of	Tanzania	come	together	

to	be	initiated	as	the	new	warrior	class	of	the	tribe.	

The	night	before	the	ceremony	the	boys	sleep	in	the	

forest,	and	at	dawn	they	return	for	a	day	of	singing	

and	dancing.	These	are	 interesting	customs,	aren’t	

they?	Thanks	for	listening.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Star Travel	잡지의	여행	

작가	Sarah	Davis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성

년이	되는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년	관습은	

젊은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이	관습들은	문화적으로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바누아투에

서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번지	점프용	밧줄과	같은	덩굴을	자

신들의	발목에	묶고	98피트	높이의	탑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성년이	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는	일부	예비	신랑들에

게는	결혼할	수	있기	전에	그들이	끝내야	하는	자기	자신들의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컷	황소를	네	번	성공적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월	두	번째	월요일

에	20세들이	자신들의	가장	멋진	전통	의상을	차려	입고,	지

역	시청에서	열리는	의식에	참석하며,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

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의	마사이족	소년들은	함께	와서	부

족의	새로운	전사	계급에	입문하게	됩니다.	의식이	열리기	전

날	밤에	소년들은	숲에서	잠을	자고,	동틀	무렵	돌아와서	하

루	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것들은	흥미로운	관

습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성년	축하	관습

[Solution]	

16	여자는	성년	축하	관습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바누아투,	

에티오피아,	일본,	탄자니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다양한	문화권의	

성년이	되는	전통’이다.

①	다양한	성년이	되는	관습의	기원

③	성년이	되는	관습에	대한	찬반	입장

④	전	세계	문화권의	결혼	관습

⑤	국제적인	미디어에서의	십	대	문화의	양상

17	문화마다	다른	성년이	되는	관습의	예를	들면서	바누아투,	에티

오피아,	일본,	탄자니아는	언급되었지만	②	‘케냐’는	언급되지	않

았다.

[Words & Phrases]
coming-of-age�성년이�되는���custom�관습,�풍습���traditional�

전통적인���practice�관행���culturally�문화적으로���unique�독특

한��bungee-like�번지�점프용�밧줄과�같은���vine�덩굴���tie�묶다���

ankle�발목���groom-to-be�예비�신랑���rite�of�passage�통과의

례���complete�끝내다���prior��to�~�전에���dress�up�(보통�때보다�

더)�옷을�갖춰[격식을�차려]�입다���attend�참석하다���ceremony�의

식���initiate�가입시키다,�입회시키다���warrior�전사���class�계급���at�

dawn�동틀�무렵,�새벽에���origin�기원���pros�and�cons�찬반�입장���

aspect�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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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전 모의고사 6회 본문 202~207쪽

�01�①� 02�③� 03�②� 04�④� 05�②� � 06�④
�07�⑤� 08�⑤� 09�③� 10�③� 11�③� 12�④
�13�③� 14�②� 15�⑤� 16�④� 17�④

01 정답 ①

[Script & Translation]
W:	 	Hi,	Mike.	Long	time	no	see.	Wow,	you’ve	lost	a	lot	

of	weight.	You	look	great!
M:	 	Thanks.	I	went	on	a	diet	and	started	exercising	a	lot.
W:	 	What	kind	of	exercise?	I	know	you’re	always	busy.
M:	 	I	go	for	a	morning	run	before	work.

여:		안녕하세요,	Mike.	오랜만이에요.	와,	살이	많이	빠졌네요.	

매우	좋아	보여요!

남: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운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

어요.

여:		어떤	운동이었는데요?	당신은	늘	바쁘신	걸로	아는데요.

남:		출근	전에	아침	달리기를	하러	가요.

[Topic & Situation]	달리기를	통한	체중	감량

[Solution]	오랜만에	보는	남자가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서	살을	

많이	뺐다는	말을	듣고,	여자는	늘	바쁘게	사는	남자가	어떤	운동

을	했는지	묻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근	전에	아침	달리기를	하러	

가요.’이다.

②	빈	속에	운동하지	마세요.

③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볼	거예요.

④	수영은	재미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Words & Phrases]
go�on�a�diet�다이어트를�시작하다

02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M:	 	Hon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ose	clothes?
W:	 	I’m	going	 to	donate	 them	to	 the	homeless	shelter	

downtown.	They	don’t	fit	me	anymore.
M:	 	That’s	a	good	idea.	I	have	a	lot	of	clothes	that	I	don’t	

wear	often,	too.
W:	 	Then	put	them	with	my	clothes.	I’ll	take	them,	too.

남:		여보,	그	옷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여:		그것들을	시내	노숙자	쉼터에	기부할	거예요.	제게는	더	이상	

맞지	않아요.

남:		좋은	생각이네요.	제게도	자주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어요.

여:		그럼	그것들을	제	옷과	함께	놓으세요.	그것들도	가져갈게요.

[Topic & Situation]	노숙자	쉼터에	옷	기부

[Solution]	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의	대화로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려는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도	자

주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럼	그것들을	

제	옷과	함께	놓으세요.	그것들도	가져갈게요.’이다.

①	맞아요.	당신에게	맞는	옷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②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옷들을	돌려	줘야	해요.

④	좋아요.	언제	시내에	갈지	제게	알려만	주세요.

⑤	좋아요.	다음에	거기에	갈	때,	제	것도	기부하세요.

[Words & Phrases]
donate�기부하다���homeless�shelter�노숙자�쉼터���fit�맞다

03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I’m	Debra	Stevens,	 the	author	of	

Brilliant Customer Service.	Over	the	past	15	years	

of	delivering	customer	service	training,	I’ve	found	

that	customer	service	skills	are	a	key	contributor	to	

customer	satisfac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customer	service	skills	 is	 to	focus	on	the	customer	

and	what	 they	want	 from	you.	 It’s	also	 important	

to	 smile	 at	your	 customers,	 and	make	 them	 feel	

valued.	Lastly,	always	communicate	clearly	to	your	

customers	to	ensure	that	 they	understand	what	you	

are	offering.	If	you	keep	these	tips	in	mind,	you’ll	

make	and	maintain	valuable	business	relationships.	

Thanks	for	listening.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Brilliant Customer 

Service의	저자인	Debra	Stevens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고객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저는	고객	서비스	기술이	고객	

만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

한	고객	서비스	기술들	중의	하나는	고객과	그들이	여러분들

로부터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미소	지으

며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

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객이	확실

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항상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세

정답과�해설�_�29강��175

(001-184)2020수특_영어듣기(정답)ok.indd   175 2020. 1. 3.   오전 11:38



정답과 해설

요.	이	조언들을	명심한다면,	가치	있는	사업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고객	서비스	요령	조언

[Solution]	훌륭한	고객	서비스에	관한	책의	저자이며	다년간	고

객	서비스	교육을	해	온	여자가	청취자에게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

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고객	서비스	기술에	관해	알려	주려

고’이다.

[Words & Phrases]
author�저자,�작가���deliver�(강의·연설�등을)�행하다���training�교

육,�훈련���contributor�기여하는�존재,�기여자���satisfaction�만족���

valued�존중되는,�소중한���communicate�전달하다���ensure�확실

하게�하다���maintain�유지하다

04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Is	something	wrong,	Amelia?	You	look	upset.
W:	 	I	am,	Dad.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Sophia	

about	what	movie	we	should	see.
M:	 	I	see.	What	movie	did	you	decide	to	see?
W:	 	We	didn’t	see	one.	We	were	so	upset	at	each	other	

that	we	just	went	home.
M:	 	Really?	But	I	think	you	should	contact	her	to	make	

up.
W:	 	Why	me?	She	was	at	fault,	too.
M:	 	I	understand	 that.	But	 it’s	always	a	good	 idea	 for	

you	to	apologize	first.
W:	 	What	do	you	mean?
M:	 	If	both	of	you	wait	too	long	to	apologize,	you	might	

never	be	able	to	recover	your	friendship.
W:	 	Oh,	you	think	so?
M:	 	Yeah.	If	you	value	your	friendship	with	her,	you’d	

better	act	first.
W:	 	Okay,	Dad.	Thanks	for	your	advice.

남:		무슨	문제라도	있니,	Amelia?	화가	나	보이네.

여:		그래요,	아빠.	친구	Sophia와	무슨	영화를	볼	건지에	관해	

말다툼을	했어요.

남:		그렇구나.	무슨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니?

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너무	화가	나	그냥	집으로	

갔어요.

남:		그래?	하지만	화해하기	위해	네가	그녀와	연락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여:		왜	제가요?	그	애도	잘못했어요.

남:		이해해.	하지만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이야.

여:		무슨	말씀이세요?

남:		너희	둘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사과하지	못한다면,	너희들

의	우정을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단다.

여: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		그래.	그	애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먼저	행동하는	것

이	좋단다.

여:		알겠어요,	아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먼저	사과해야	할	필요성

[Solution]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있는	여자(딸)에게	남

자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우정	회복에	필요

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과해야	한다.’이다.

[Words & Phrases]
argument�말다툼,�논쟁���contact�연락하다���make�up�화해하다���

apologize�사과하다���recover�회복하다���value�소중히�여기다

05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M: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2020	Championship	

Race.
W:	 	Thank	 you. 	 Crossing	 the	 desert 	 was	 real ly	

challenging.
M:	 	I	 bet.	So	what	made	you	decide	 to	get	 into	 car	

racing?
W: 		I’ve	always	wanted	to	try	the	impossible.	It	was	my	

first	time	to	race	in	a	desert.
M: 		Try	 the	 impossible!	 Oh,	 that’s	 our	 magazine’s	

concept.	And	what	was	the	hardest	thing	about	the	

race?	
W:	 	Well,	the	extreme	heat	and	frequent	car	breakdowns	

were	really	tough.
M:	 	How	many	times	did	your	car	break	down?
W:	 	Three	 times.	Fortunately,	 it	was	never	 anything	

really	serious,	so	I	could	fix	the	problem.
M:	 	That’s	good.	Lastly,	could	I	ask	you	a	favor?
W:	 	Sure.	What	is	it?
M:	 	Could	you	pose	 in	 front	of	your	 car?	 I’d	 like	 to	

include	your	photo	 in	 the	upcoming	 issue	of	our	

magazine.
W: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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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20년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우승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남: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왜	자동차	경주에	나가기로	결정하셨

나요?

여: 		저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막에

서	경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남: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다!	오,	그것은	우리	잡지의	콘셉트예

요.	그리고	경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		음,	극도의	더위와	빈번한	자동차	고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		차가	몇	번이나	고장	났나요?

여:		세	번이요.	다행히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여:		물론입니다.	무엇입니까?

남: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잡지의	다

음	호에	당신	사진을	넣고	싶습니다.

여:		물론입니다.

[Topic & Situation]	사막	횡단	자동차	경주

[Solution]	남자는	여자에게	자동차	경주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

고	말했고	자동차	경주에서	힘들었던	일	등을	물었으며	대화	후반

부에는	다음	호	잡지에	실을	사진을	찍고	싶으니	여자가	탔던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잡지	기자	-	카레이서’이다.

[Words & Phrases]
championship�선수권�대회���challenging�어려운���frequent�자

주�일어나는���breakdown�고장,�파손���upcoming�issue�다음�호

06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M:	 	What	are	you	doing	now,	Jennifer?
W:	 	I’ve	just	finished	sketching	our	wedding	invitation.
M:	 	Let	me	see.	[Pause]	 I	 love	the	heart-shaped	frame	

around	us.
W:	 	What	do	you	think	of	the	picture	of	you	with	glasses	

on?
M:	 	It’s	perfect.	And	having	the	wedding	date	and	time	

below	our	names	looks	good.
W:	 	Thanks.	Do	you	like	having	 the	 two	rings	crossed	

here	in	the	bottom	corner?
M:	 	Yeah.	I	think	it	helps	to	express	our	love	more.
W:	 	That’s	exactly	what	I	intended.
M:	 	And	 I	 like	 your	 drawing	 of	 the	 wedding	 place	

opposite	the	rings.
W:	 	I	 tried	to	draw	the	cabin	exactly	as	it	 is,	except	for	

the	flowers	decorated	around	it.
M:	 	It	looks	identical	to	the	real	thing.
W:	 	Do	 you	 really	 like	 the	 design	 of	 our	 wedding	

invitation?
M:	 	Absolutely.	Great	job.

남:		무엇을	하고	있어요,	Jennifer?

여:		우리	결혼	청첩장	스케치하는	것을	막	마쳤어요.

남:		어디	봐요.	[잠시	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트	모양의	틀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여:		안경	쓴	당신	그림은	어때요?

남:		완벽해요.	그리고	우리	이름	아래에	결혼	날짜와	시간을	넣은	

것이	좋아	보여요.

여:		고마워요.	여기	아래쪽	모서리에	두	개의	반지들이	교차되도

록	그린	것은	마음에	드세요?

남:		네.	우리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도록	돕는	것	같아요.

여:		그게	바로	제가	의도했던	거예요.

남:		그리고	반지	맞은편에	있는	결혼식장의	그림이	마음에	들어

요.

여:		그	주변에	장식된	꽃을	제외하고는	통나무집을	실제의	모습

처럼	정확히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남:		실제와	똑같아	보여요.

여:		우리	청첩장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세요?

남:		물론이에요.	잘했어요.

[Topic & Situation]	결혼식	청첩장	디자인

[Solution]	여자가	아래쪽	모서리에	교차된	결혼반지들을	그린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	그림에서는	반지들이	교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 Phrases]
wedding�invitation�결혼�청첩장���frame�틀,�액자���intend�의도하

다���identical�똑같은,�동일한

07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W:	 	Honey,	I’m	thinking	about	rearranging	Mike’s	room.
M:	 	Good.	In	fact,	he	said	he	wanted	to	move	his	bed	to	

the	other	side	of	the	room.
W:	 	Really?	Then	why	don’t	we	switch	the	positions	of	

the	bed	and	the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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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kay.	The	street	light	outside	is	quite	disturbing	at	

night.

W:	 	Right.	We	need	 to	move	 the	computer	and	photo	

frames	on	the	desk	to	another	place	first.

M:	 	What	do	you	 think	of	putt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this	 time?	I	 think	 that’s	 the	best	spot	

everyone	can	use	the	computer	together.

W:	 	I	totally	agree	with	you.

M:	 	Then,	 I’ll	move	 the	computer	 to	 the	 living	 room.	

Can	you	move	the	photo	frames?

W:	 	Sure.	How	about	hanging	them	on	the	wall	 instead	

of	putting	them	back	on	the	desk?

M:	 	Good	idea.	Okay,	 let’s	start.	[Pause]	Oh,	 there’s	a	

lot	of	dust	behind	the	computer.	 I’ll	wipe	 that	up,	

first.

W:	 	Okay.	Then,	I’ll	hang	the	photo	frames	over	there	on	

the	wall	right	now.

여:		여보,	Mike의	방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에요.

남:		좋아요.	사실,	그	애가	침대를	방의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다

고	말했어요.

여:		그래요?	그럼	침대와	책상	위치를	바꾸면	어때요?

남:		좋아요.	밖	가로등	불빛이	밤에는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여:		맞아요.	먼저	책상	위의	컴퓨터와	사진	액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남:		이번에는	컴퓨터를	거실에	두는	게	어때요?	모두가	컴퓨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여: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남:		그럼,	제가	컴퓨터를	거실로	옮길게요.	당신은	사진	액자들을	

옮겨	주실래요?

여:		물론이지요.	그것들을	책상	위에	다시	놓는	대신에	벽에	거는	

것은	어때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요,	시작합시다.	[잠시	후]	오,	컴퓨터	

뒤에	먼지가	많아요.	먼저	그것을	닦을게요.

여:		좋아요.	그럼,	전	지금	당장	사진	액자들을	저기	벽에	걸게요.

[Topic & Situation]	아들	방	가구	재배치

[Solution]	아들	방의	침대와	책상	위치를	맞바꾸기로	결정한	여

자와	남자가	서로의	일을	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자는	사진	액자

들을	벽에	걸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벽에	사진	액자	걸기’이다.

[Words & Phrases]
rearrange�재배치하다,�재배열하다���disturb�방해하다���spot�장소���

dust�먼지;�먼지를�닦다

08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Olivia,	what’s	that	you’re	working	on?

W:	 	I’m	 updating	 my	 résumé.	 I’m	 thinking	 about	

changing	jobs.

M:	 	What	type	of	job	are	you	looking	for?

W:	 	I’m	applying	for	a	sales	position	at	Bright	Faces.

M:	 	What	type	of	company	is	that?

W:	 	It’s	a	small	cosmetics	company.

M:	 	I	 see.	By	 the	way,	why	are	you	going	 to	change	

jobs?	Is	 it	because	you	have	such	a	 long	commute	

right	now?

W:	 	I	 really	 dislike	 the	 commute,	 but	 that’s	 not	 the	

reason.

M:	 	Then	 is	 it	because	your	boss	 is	 still	overworking	

you?

W:	 	No,	she’s	become	much	more	reasonable.	Actually,	I	

just	want	to	do	what	I	want.

M:	 	What’s	that?

W:	 	I	 want	 to	 eventually	 start	 a	 business	 exporting	

cosmetics.

M:	 	Oh,	 I	 see.	So	you	want	 to	 get	 some	 experience	

before	you	start	your	business.

W:	 	Yeah,	that’s	it.

남:		Olivia,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여:		이력서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직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		어떤	종류의	일을	찾고	있나요?

여:		Bright	Faces의	판매직에	지원할	거예요.

남:		그것은	어떤	종류의	회사인가요?

여:		작은	화장품	회사예요.

남:		그렇군요.	그런데	왜	직장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시나요?

여:		통근하는	것이	정말	싫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유는	아니에요.

남:		그럼	상사가	아직도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러시나요?

여:		아니요,	그녀는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전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남: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		언젠가는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시작하고	싶어요.

남:		아,	그렇군요.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을	쌓고	싶으신	거

군요.

여:		네,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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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Situation]	이직의	이유

[Solution]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자

신이	원하는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을	쌓고	싶은	거냐고	묻자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여자가	이직하려는	이유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이

다.

[Words & Phrases]
update�갱신하다� � �apply� for�~에�지원하다,�~을�신청하다���

cosmetics�화장품���commute�통근;�통근하다���overwork�과도하

게�일을�시키다���export�수출하다

09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M:	 	Blue	Sea	Tours.	How	can	I	help	you?
W:	 	Hello.	I’m	calling	to	find	out	more	about	your	all-

day	tour.
M:	 	Okay.	Well,	 it’s	 $100	 and	 it	 has	 a	 variety	 of	

activities.
W:	 	What	activities?
M:	 	There’s	 a	 tour	 of	 the	 islands	 in	 the	 morning,	

snorkeling	and	lunch	in	the	afternoon,	then	watching	

the	sunset	in	the	evening.	Also,	you	can	scuba-dive	

instead	of	snorkeling	for	an	additional	fee.
W:	 	How	much	extra	is	scuba	diving?
M:	 	Normally	$50,	but	we’re	having	a	promotion	 for	

scuba	diving.	It’s	20%	off.
W:	 	Great.	I’d	like	to	reserve	an	all-day	tour	with	scuba	

diving.
M:	 	Okay.	And	do	you	need	shuttle	service	to	and	from	

the	port?
W:	 	Yes,	I	do.	How	much	is	that?
M:	 	It’s	$20.
W:	 	Good,	I’ll	take	that,	too.
M:	 	All	right.

[전화벨이	울린다.]

남:		Blue	Sea	Tours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종일	투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남:		알겠습니다.	음,	100달러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여:		어떤	활동들이요?

남:		오전에는	섬	투어가,	오후에는	스노클링과	점심이,	그다음	저

녁에는	일몰	보기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요금을	내시면	스노

클링	대신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여:		스쿠버	다이빙	추가	요금은	얼마인가요?

남:		원래	50달러인데,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는	판촉	행사를	하

고	있습니다.	20%	할인해	드립니다.

여:		좋네요.	스쿠버	다이빙과	함께	종일	투어를	예약하고	싶습

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구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셔틀	서

비스가	필요하세요?

여:		네,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남:		20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그것도	이용할게요.

남:		알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관광	상품	예약

[Solution]	여자는	100달러인	종일	투어와	원래는	50달러이지

만	20%	할인	중인	스쿠버	다이빙을,	그리고	20달러에	항구까지	

왕복하는	셔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

할	금액은	③	‘$160’이다.

[Words & Phrases]
additional�추가의���extra�추가�요금;�추가의,�여분의���promotion�

판촉,�홍보���reserve�예약하다

10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Telephone rings.]

W:	 	Hello.	S&S	Burmuda	Hotel.	Can	I	help	you?
M:	 	Hi.	 I’m	planning	 to	stay	at	your	hotel.	Can	 I	ask	

some	questions	about	it?
W:	 	Sure.	Go	ahead.
M:	 	It’s	located	near	Nampu	Subway	Station,	right?
W:	 	Yes.	It’s	just	behind	the	Nampu	Fountain.
M:	 	And	I’d	need	a	late	check-out	time,	probably	around	

3:00	p.m.	Would	that	be	possible?
W:	 	Yes,	we	can	accommodate	that	for	you.
M:	 	Great.	Oh,	I	have	a	ticket	for	the	Blue	River	cruise.	

Do	you	have	a	 shuttle	 service	 to	 the	cruise	 ship	

terminal?
W: 	Yes.	It’s	$10	each	way.
M:	 	That’s	good.	And	do	you	have	a	pool	only	for	kids?
W:	 	Yes.	We	also	have	a	water	slide.
M:	 	That’s	great.	Thanks	for	the	information.

[전화벨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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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녕하세요.	S&S	Burmuda	호텔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그	호텔에	머물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남:		Nampu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있지요?

여:		네.	Nampu	분수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남:		그리고	퇴실	시간을	오후	3시경으로	늦춰야	할	것	같아요.	그

것이	가능할까요?

여:		네,	그것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남:		잘됐네요.	아,	제게	Blue	River	유람선	표가	있어요.	셔틀	

버스로	유람선	터미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여:		네.	편도	10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그리고	아이	전용	수영장이	있나요?

여:		네.	물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남:		잘됐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S&S	Burmuda	호텔	투숙

[Solution]	S&S	Burmuda	호텔에	관해	위치,	퇴실	시간,	셔틀

버스	이용,	아이	전용	수영장은	언급되었지만	③	‘공항	픽업	서비

스’는	언급하지	않았다.

[Words & Phrases]
be�located�near�~�근처에�위치하다���accommodate�(요구�등을)�

들어주다,�받아들이다���cruise�ship�유람선

11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W:	 	Hello,	John	Arthur	High	School	students.	I’m	Mrs.	

Barnes,	 the	 school	drama	 teacher.	During	every	

summer	vacation,	our	school	has	a	drama	workshop	

called	High School Actors Workshop.	This	year	

it’ll	 be	 from	 July	 25	 to	August	 5.	All	 students	

except	12th	graders	can	attend	the	workshop.	The	

workshop	will	 focus	on	improving	your	voice	and	

acting	skills.	And	all	 the	participants	will	work	 in	

groups	to	produce	a	short	film	which	will	be	shown	

to	 their	parents	on	 the	 final	day	of	 the	workshop.	

This	workshop	will	be	a	fun	way	to	 improve	your	

acting	skills.	 If	you’re	 interested,	sign	up	today	in	

my	office,	Room	202.	Thank	you.

여:		안녕하세요,	John	Arthur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학교	

연극	지도교사인	Barnes	선생님입니다.	매년	여름	방학	동

안에	우리	학교는	High School Actors Workshop이라는	

연극	워크숍을	엽니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열

립니다.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여러분의	발성과	연기	기술	향상에	초점

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은	워크숍	마지막	날에	

부모님께	보여	드릴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그룹별로	작

업할	것입니다.	이	워크숍은	여러분의	연기	기술을	향상시킬	

즐거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제	사무

실	202호로	오셔서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

[Topic & Situation]	High	School	Actors	Workshop
[Solution]	여자가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워크숍에	참

가할	수	있다고	말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모든	학년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이다.

[Words & Phrases]
attend�참가[출석]하다��� improve�향상시키다���acting�연기,�행함���

produce�제작하다���sign�up�등록하다

12 정답 ④

[Script & Translation]
W: 	Good	afternoon.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M:	 	Yes. 	 I ’m	 looking	 for 	 a 	 Bluetooth	 wireless	

microphone	for	my	son’s	birthday	party.
W:	 	Okay,	we	have	various	Bluetooth	microphones.	Do	

you	have	a	budget	in	mind?
M:	Well,	I’d	like	to	keep	it	under	$45.
W:	 	All	right.	How	about	a	microphone	with	LED	lights?	

Kids	really	like	ones	with	colorful	LED	lights.
M:	Perfect.	It’ll	be	fun	to	use	at	the	birthday	party.
W:	 	Right.	And	what	color	do	you	think	your	son	will	

like?
M:	 	Definitely	not	pink.	He’d	like	either	of	the	other	two	

colors.
W:	Okay.	Well,	this	one	has	a	longer	battery	life.
M:	 I’ll	take	it,	then.	Here’s	my	credit	card.

여:	안녕하세요.	어떤	걸	찾고	계신지	좀	도와드릴까요?

남:		네.	제	아들	생일	파티를	위한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를	찾고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다양한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습니다.	생각해	두

신	예산이	있나요?

남:	음,	45달러	미만으로	돈을	쓰고	싶어요.

여:		알겠습니다.	LED	조명이	있는	마이크는	어때요?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LED	조명이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남:	완벽해요.	생일	파티에서	사용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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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맞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무슨	색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세요?

남:		분명히	분홍색은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색들	중에서는	어

느	것이든	좋아할	거예요.

여:	알겠습니다.	음,	이것이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요.

남:	그럼,	그것을	살게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Topic & Situation]	아들	생일	파티용	블루투스	마이크	구입

[Solution]	남자는	아들	생일	파티를	위해	사려고	하는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로	가격은	45달러	미만이며,	LED	조명이	있고	분홍

색이	아니며	배터리	수명이	더	긴	것을	사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자가	구입할	마이크는	④이다.

[Words & Phrases]
wireless�무선의���budget�예산���colorful�알록달록한,�다채로운���

definitely�분명히

13 정답 ③

[Script & Translation]
[Cell phone rings.]

M:	 	Hello,	Grandma?
W:	 	Daniel,	where	are	you	now?	You’re	not	at	home.
M:	 	I’m	on	my	way	now.	Don’t	you	remember	I	told	you	

in	 the	morning	 that	 I	was	supposed	 to	have	a	 job	

interview?
W:	 	Right.	I	remember	now.	I	forget	a	lot	these	days.	By	

the	way,	I	have	a	problem.
M:	 	You	have	a	problem?	What	is	it?
W:	 	I	 forgot	 to	 take	 the	apartment	complex	key	card	

when	I	went	out	for	a	walk.	So	I	can’t	get	into	our	

apartment.
M:	 	Did	you	call	the	security	office	to	open	it?
W:	 	Sure,	I	did.	But	nobody	answered.
M:	 	All	right.	Don’t	worry.	I’m	almost	there.
W: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to	get	here?
M:	 	Well,	I’ll	be	there	in	just	about	5	minutes.
W:	 	Really?	I’m	relieved	that	you’r	e	not	far	from	here.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여보세요,	할머니?

여:		Daniel,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없구나.

남:		지금	가는	중이에요.	구직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다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		맞다.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요즘	많이	잊어버리네.	그건	그

렇고,	문제가	생겼어.

남:		문제가	생겼다고요?	뭔데요?

여:		산책하려고	나올	때	아파트	카드키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단

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남:		경비실에	전화해서	그것을	열어	달라고	하셨어요?

여:		물론,	그랬지.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남: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		여기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남:		음,	5분	정도면	거기에	도착할	거예요.

여:		그래?	네가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있어서	다행이구나.

[Topic & Situation]	아파트	카드키를	집에	두고	나온	할머니

[Solution]	아파트	카드키를	집에	두고	온	여자가	지금	집에	오고	

있는	남자(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대화로	남자에게	집에	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를	묻자	남자는	거의	

다	왔으며	5분	정도면	도착할	거라	대답한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

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래?	네가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있어서	다행이구나.’이다.

①	좋아,	지금부터는	내	카드키를	사용해도	좋다.

②	걱정하지	마.	그	카드키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아.

④	미안하지만,	그때는	너와	함께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⑤	얘야.	인터뷰	결과에	대해	정말	듣고	싶구나.

[Words & Phrases]
apartment�complex�아파트�단지���security�office�경비실���be�

eager�to�~하기를�몹시�원하다

14 정답 ②

[Script & Translation]
W: 	Hi.	Can	I	help	you,	sir?
M:	 	Yes.	I	got	this	climbing	hat	as	a	gift,	but	it	doesn’t	fit	

me.
W:	 	Let	me	see	it.	[Pause]	Oh,	it’s	our	brand.
M:	 	Yes.	I	can	exchange	it	without	a	receipt,	right?
W:	 	Sure.	If	 it’s	our	brand,	we	can	do	that.	Would	you	

like	to	change	it	to	a	bigger	hat?
M:	 	No,	actually	I	have	several	hats.	Can	I	change	it	 to	

other	items?
W:	 	Yes,	you	can.	What	did	you	have	in	mind?
M:	 	I’d	like	to	change	it	to	a	climbing	bag	over	there.
W:	 	Does	it	matter	that	it’s	more	expensive	than	the	hat?
M:	 	No.	By	 the	way,	 I	 saw	a	discount	sign.	Does	 the	

discount	apply	to	this	bag?
W:	 	Let	me	see.	[Typing sound]	Yeah,	you	can	get	10%	

off	the	marked	price.
M:	 	Okay.	Then	I’ll	pay	the	difference	in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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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여: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손님?

남:		네.	이	등산	모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제게	맞지	않아요.

여:		어디	봅시다.	[잠시	후]	아,	저희	브랜드군요.

남:		네.	영수증이	없어도	그것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		그럼요.	저희	브랜드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더	

큰	모자로	바꿔드릴까요?

남:		아니오,	사실	전	등산	모자는	여러	개	있어요.	그것을	다른	품

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여: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셨나요?

남:		그것을	저기	있는	등산	가방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		모자보다	더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남:		괜찮아요.	그런데	할인	표시를	봤어요.	그	할인이	이	가방에

도	적용이	되나요?

여:		어디	볼게요.	[타자	치는	소리]	네,	표시된	가격에서	10퍼센

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남:		좋아요.	그럼	차액은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Topic & Situation]	선물로	받은	물건	교환

[Solution]	선물로	받은	등산	모자를	다른	품목으로	교환하는	과

정에서	여자는	남자가	사려는	상품이	더	비싸다고	말하지만	남자

가	사겠다고	말하자	표시된	가격에서	10퍼센트	할인이	된다고	말

한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	‘좋아요.	그럼	차액은	현금으로	지불할게요.’이다.

①	좋네요.	그럼	그것을	환불받고	싶어요.

③	좋아요.	그렇다면	가방도	살게요.

④	물론이지요.	제	사이즈인	다른	모자를	찾아볼게요.

⑤	그렇군요.	할인	중이	아닌	등산	가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Words & Phrases]
fit�맞다���receipt�영수증���apply�to�~에�적용되다���refund�환불;�

환불하다���as�well�또한�

15 정답 ⑤

[Script & Translation]
M:	 	Benjamin	and	Katrina	are	members	of	 their	high	

school	drama	club.	The	club	 is	going	 to	perform	

a	play	 in	 the	school	auditorium	next	month.	The	

club	members	are	working	on	promoting	the	play.	

Katrina	is	in	charge	of	making	the	play	poster.	After	

she	finishes	designing	 it	and	before	bringing	 it	 to	

the	print	shop,	she	meets	up	with	Benjamin	and	asks	

him	to	check	if	there	are	any	mistakes	in	the	poster.	

Benjamin	notices	 that	 the	design	of	 the	poster	 is	

different	 from	 the	one	previously	discussed	at	 a	

meeting	and	wants	to	tell	her	about	the	mistak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Benjamin	most	likely	say	

to	Katrina?
Benjamin:	I’m	not	sure	you	designed	the	poster	the	way	

we	planned.

남:		Benjamin과	Katrina는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의	회원들입

니다.	그	동아리는	다음	달	학교	강당에서	연극을	공연할	예

정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연극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

니다.	Katrina는	연극	포스터	만드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

녀가	그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마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인쇄

소에	보내기	전에,	Benjamin을	만나	포스터에	실수가	있는

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Benjamin은	포스

터	디자인이	이전에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

을	발견하고	그	실수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enjamin은	Katrina에게	뭐라고	말하겠

습니까?	

Benjamin:	우리가	계획했던	식으로	포스터를	디자인한	것	같지	

않아.

[Topic & Situation]	동아리	연극	공연	준비

[Solution]	연극	포스터	디자인을	마친	Katrina로부터	포스터에	

실수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Benjamin은	포스

터	디자인이	이전에	논의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상황에서	Benjamin이	Katrin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우리가	계획했던	식으로	포스터를	디자인한	것	같지	않아.’

이다.

①	근처에	인쇄소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②	포스터	디자인하는	것을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해.

③	공연	연습할	시간이	더	필요해.

④	연극을	언제	공연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해.

[Words & Phrases]
drama�club�연극�동아리���perform�공연하다���auditorium�강당���

promote�홍보하다���previously�전에

16~17 정답 16 ④  17 ④

[Script & Translation]
W:	 	Hello,	 listeners.	Welcome	 back	 to	 the	 show.	

Everybody	suffers	from	headaches	once	in	a	while.	

When	you	get	a	headache,	what	do	you	do?	Most	

people	 just	 take	headache	medicine	or	other	pain	

relievers.	But	 there	are	a	number	of	folk	remedies	

you	can	try.	For	example,	using	peppermint	oil.	Just	

massage	it	on	your	skin	or	 take	it	 in	capsul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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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eadache	relief.	Known	for	 its	calming	effect,	

lavender	oil	 also	has	proven	headache-relieving	

properties.	Just	 rub	 it	on	each	side	of	 the	front	of	

your	head.	Also,	homemade	ginger	tea	can	quickly	

reduce	headaches.	Simply	crush	up	an	inch	of	ginger	

root	and	add	 it	 to	boiling	water	and	 leave	 it	 there	

for	about	five	minutes.	Finally,	putting	an	ice	pack	

on	 the	back	of	your	neck	helps	 reduce	headache	

pain.	Next	time	you	get	a	headache,	try	one	of	these.	

We’ll	be	right	back	in	60	seconds.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모든	사람들은	가끔	두통으로	고통받습니다.	두통이	생

기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통약이나	다른	진

통제를	복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	볼	수	있는	민간요법

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하유(薄荷油)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을	피부에	마사지	하거나	

캡슐의	형태로	그것을	복용하세요.	진정	효과로	유명한	라벤

더유	또한	두통을	완화하는	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머리의	

앞쪽	양쪽에	그것을	그저	문지르세요.	또한,	집에서	만든	생

강차도	빨리	두통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생강	뿌리	1인치

를	으깨어	끓는	물에	넣고	약	5분	정도	거기에	그대로	두시기

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것은	두

통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두통이	생기면	

이것들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Topic & Situation]	두통	민간	치료법

[Solution]	

16	여자는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해	볼	수	있는	민간요법이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박하유,	라벤더유,	생강차,	얼음주머니의	효능과	

사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두통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요법’이다.

①	두통의	여러	종류

②	스트레스가	두통에	미치는	영향

③	긴장성	두통의	증상

⑤	두통을	위한	향기요법의	이점

17	두통을	덜기	위한	민간요법	설명	과정에서	박하유,	라벤더유,	

생강차,	얼음주머니는	언급되었지만	④	‘숯베개’는	언급되지	않

았다.

[Words & Phrases]
suffer�from�~으로�고통받다���pain�reliever�진통제���remedy�치

료(법)���relief�완화,�경감���calming�effect�진정�효과���property�

(주로�복수로)�특성,�속성���homemade�집에서�만든���ginger�생강���

crush�up�~을�으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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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고교 교재 로드맵
고교 교재 선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과목별 고교 교재 시리즈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제 수준과 목표만 정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
20

고교 입문 내신 + 수능 기본 개념

고1 ~ 고2

고등 
예비 
과정

국공따 
(국어 공부 따로 하지 마라)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어휘가 독해다!

기본서   
개념완성

개념완성 
문항편

[고1 예비]

2020년, 
내 등급은?

수학 특화 기본서  수학의 왕도

기초  
50일  
수학

초급  
올림포스  
닥터링

기본서   
올림포스

고급  
올림포스  
고난도

국어 특화 기본서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

단계별 영어 특화   
영어 POWER 시리즈 

(Grammar / Reading / Listening / Voca 
POWER)

국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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