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듣기



 PART Ⅰ

강
정답과 해설 2쪽

01 목적

유형 소개

■ 담화를 듣고,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이다.

■ 담화문은 안내 사항, 공지, 광고 등의 형태로 제시된다.

■ 화자가 중점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핵심 내용과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관의 변경된 운영 시간을 안내하려고

② 독후감 쓰기 대회의 일정을 공지하려고

③ 책갈피 디자인 대회 참가를 독려하려고

④ 기한 내 도서 반납을 촉구하려고

⑤ 전자책 이용 방법을 설명하려고

[23006-0001]

2023학년도 수능 1번
기출 예제

◆ STEP 1
핵심 표현을 통해 상황 예측하기

school librarian, a bookmark design competition,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 STEP 2
담화의 목적을 나타내는 주요 단서 파악하기

hosting a bookmark design competition → encourage students of all grades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 visit our school library to submit your application

◆ STEP 3
담화의 내용을 통해 정답 추론하기

책갈피 디자인 대회 개최 →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기를 권장함 → 지원서를 내러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Liste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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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ions

M: Hello, Lockwood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your school librarian, Mr. Wilkins. I’m sure you’re 

aware that our school library is hosting a ❶   . I encourage students of all 

grades to ❷   the competition. The winning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 We’re also giving out a variety of other prizes. So 

don’t let this great opportunity slip away. Since the ❸   for the bookmark design 

competition ends this Friday, make sure you visit our school library to submit your application. 

Come and participate to display your creativity and talents.

Useful Expressions, Idioms and Phrases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A: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B: That’d be lovely. Can you get the butter from the refrigerator?
 그러면 좋겠구나. 냉장고에서 버터를 갖다줄 수 있니?

	 give	~	a	hand	~을	도와주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A: Oh, you’re right! Then, could you give me a hand?   오,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B: Sure. Let’s remove the labels together.   물론이죠. 라벨을 함께 제거해요.

Communicative Functions

확실성	정도	표현하기
I’m sure you’ve encountered some wild animals in cities.

Are you sure we can take good care of it?

상기시켜	주기
Don’t forget to bring some warm clothes.

Remember to wear your helmet.

01강•목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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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으로 출제된 최신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

기출 예제

유형에 대한 특징 및 출제경향  

소개

유형 소개

예제를 다시 들으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봄으로써 학습 효과 UP

Dictations

듣기 및 말하기 상황에 유용한 의사 

소통 기능 학습

Communicative 
Functions

제대로 듣고 정답을 맞히기 위한 

3단계 듣기 전략

단계별 듣기 전략

최신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듣기 유형을 학습합니다. 예제를 통해 유형별 특징 및 듣기 

전략을 파악한 다음, <Exercises>와 <Dictations>를 통해 듣기에 친숙해진 후, <유형 심화>를 

풀며 듣기 능력을 강화한다면 수능 영어듣기의 모든 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Ⅰ
유형편

연습문제를 통한 듣기 유형별 집중 

학습

Exercises

[23006-0002]

01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유행 전염병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② 휴가철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하려고

③ 아파트 방역 소독 실시를 안내하려고

④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 변경을 공지하려고

⑤ 아파트 화단 내 쓰레기 투기를 경고하려고

[23006-0003]

02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과학 실험실 사용 시간을 안내하려고

② 실험실 기본 안전 수칙을 강조하려고

③ 과학 장학생 선발 절차를 설명하려고

④ 실험실 학생 도우미 모집을 공지하려고

⑤ 방과 후 과학 실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23006-0004]

03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낚시 대회 참가 신청을 권유하려고 

② 신형 낚시 세트 제품을 광고하려고

③ 낚시 여행 참가자 모집을 공지하려고

④ 호수 낚시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려고

⑤ 낚시 채널에서 방송할 내용을 소개하려고

10  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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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에서 풀어 본 문제를 다시 

듣고 받아쓰는 연습을 하면서 중요한 

표현 확인

Dictations

01
M: Hello, residents! I’m Luke Williams from the 

management office. I’d like to remind you that 

we’ll be carrying out the regular ❶  

      a r o u n d  
❷      tomorrow at  

11 a.m. The pest  contro l  company wi l l  
❸    around the apartment 

complex, including around the flower beds and 

garbage bins. Please be sure to keep your doors 

and windows closed at that time. Breathing in 

the pesticide may be particularly harmful to 

young children and the elderly. It’ll be safe to 

open your door and windows around 2 p.m. 

Thank you.

02
W: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your science 

teacher, Ms. Evans. Our school science lab is 

looking for ❶       

 . The primary duty is to maintain a 

clean lab and to arrange the lab equipment and 

supplies ❷     . The 

lab assistant needs to work for an hour before 

and after school every day except Monday 

mornings and Friday afternoons. There are many 

classes on Wednesdays and Thursdays, so the 

lab assistant will need to work ❸  

        on 

those two days. The student who takes this job 

will get a scholarship for next semester. If you’re 

interested, please visit my office by this Friday. 

Thank you.

03
M: Hello and welcome to Brian’s Fishing Show. I’m 

Brian Parker and today I’ll be fishing out on 

S i lver  Lake with three of  my ❶   

   . In just a moment, we’ll be 

taking a boat out to the middle of the lake. If 

you keep watching, you’ll see that I’m giving 

away a premium fishing set to the person who  
❷         

today. You’ll also know that we release all the 

fish we catch. All right! Are you ready for some 

fishing fun? Let’s hope we catch a variety of fish 
❸         

today. Then let’s go to the Silver Lake dock 

together!

12  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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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강에서 학습한 유형들을 심화  

문제로 다지면서 유형 완벽 마스터

  PART Ⅰ     

강08 유형 심화Ⅰ
[23006-0050]

01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캠퍼스 피크닉의 유래를 소개하려고

② 대학 동아리 가입 방법을 설명하려고 

③ 자원봉사 사전 교육 일정을 안내하려고

④ 학생회 사무실 운영 시간 변경을 공지하려고

⑤ 행사장의 음식 제공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23006-0051]

0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② 운동의 횟수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③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전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한다.

④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⑤ 단순히 음식의 양을 조절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23006-0052]

03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젓가락을 사용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② 목재 자원 확보를 위해 숲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한다.

③ 편의를 위해 더 다양한 종류의 식기를 구비해야 한다.

④ 환경을 위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⑤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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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숙어 및 관용어 학습

Useful Expressions, 
Idioms and Phrases

Structure이 책의  구성과 특징

Exercises Dictations 유형 심화 I, II



강

  PART Ⅱ     

정답과 해설 89쪽
학업, 교육17

W: Hi, Mr. Taylor. 
 안녕하세요, Taylor 선생님.

M: Hi, Christie. How is the preparation for the school’s Eco-Festival going?
 안녕, Christie. 학교 환경 축제 준비는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니?

W: Well, our club is planning to hold a quiz event during the festival.
 음, 저희 동아리는 축제 중에 퀴즈 이벤트를 열 계획이에요.

M: Sounds interesting. What is the quiz about?
 재미있겠구나. 퀴즈는 무엇에 관한 것이니?

W: It’ll be on the best-selling book, An Eco-Friendly Way of Life.
 그것은 베스트셀러인 ‘친환경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학교 환경 축제 이벤트 준비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문항 속의 소재

소재 소개

■ 학업ㆍ교육 활동은 수능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소재이다.

■  주로 활용되는 소재는 학습, 수업, 학교 동아리, 기숙사, 도서관, 진로 교육, 교내 캠페인, 교내 경연 대회, 통학, 교육 여행, 수련 

활동, 생활 상담, 입학, 졸업, 각종 강좌 수강 등의 내용이다.

■  문제 유형으로 대화에서는 의견, 주장, 그림이나 도표 내용 일치, 이유, 짧은 대화와 긴 대화의 응답 유형이, 담화에서는 주제, 상

황에 적절한 말 유형이 자주 출제된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현수막 걸기   ② 의자 배치하기

③ 카메라 설치하기   ④ 디제이 일정 조율하기

⑤ 마이크 상태 확인하기

[23006-0138]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기출 예제

110  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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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ions

P
art Ⅱ

소
재
편

W: Hi, Mr. Kane. How’s the preparation going for tomorrow’s outdoor school concert?

M: Hi, Ms. Anderson. I’ve been ❶   it all morning, and I just finished confirming the 

schedule with the DJ.

W: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anything?

M: That would be great. There are still a few more things that need to be done.

W: Okay. Do you want me to place the chairs for the audience?

M: No. That’s not necessary. I have volunteers to do that this afternoon.

W: I see. How about ❷   the banners? I don’t see them anywhere.

M: I’ll take care of it when they arrive. Actually, it would be helpful if you ❸   the 

camera on the stage.

W: Sure. I’ll do that.

M: Great! The camera is on that table. Thank you.

  학습, 학교 수업

adjust to ~에 적응하다   advanced class 고급 강좌   after-school program 방과 후 프로그램   career coaching 

program 진로 코칭 프로그램   counseling 상담   deadline 마감 시한   face-to-face 대면의   field trip 체험[현장] 학습, 

현장 답사   get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해지다   group project 모둠 과제   major in ~을 전공하다   midterm exam 

중간고사   problem-solving 문제 해결   take an online class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다   tuition fee 수업료

I’d like to take the advanced class.   고급 강좌를 수강하길 원합니다.

She has adjusted to life at the new school and has made many new friends.
그녀는 새 학교에서의 생활에 적응했고 새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학생 활동

broadcasting studio 방송실   candidate 후보자   debate contest 토론 대회   join a club 동아리에 가입하다   judge 

심사 위원   in order of application 신청 순으로   on air 방송 중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registration form 등록 

신청서   school arts festival 학예회   school dorm[dormitory] 학교 기숙사   science report competition 과학 보고서 

대회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student council 학생회   take charge of a club 동아리를 담당하다

It’s about the science report competition. You must be disappointed that you didn’t get a prize.    

그것은 과학 보고서 대회에 관해서야. 네가 상을 타지 못해서 분명 실망했겠구나.

How many students have signed up for the quiz event so far?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 퀴즈 이벤트를 신청했니?

Topic-related Expressions

17강•학업, 교육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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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대한 특징 및 출제경향  

소개

소재 소개

소재와 관련된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

기출 예제

기출문제의 토막 대본에서 연관된 

소재 확인

문항 속의 소재

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 및 어구를 예문과 

함께 학습

Topic-related Expressions

PartⅡ
소재편

최신 수능과 모의평가 영어듣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및 담화를 들으며 다양한 소재에 익숙해지고 소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와 

표현을 익힘으로써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소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듣기 시험과 구성이 동일한 실전 모의고사 6회분이 제공됩니다. 유형편과 소재편에서 

키운 영어듣기 능력을 바탕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수능 실전 감각을 기르고 영어듣기

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를 통한 집중 학습 Exercises에서 풀어 본 문제를 다시 듣고 받아

쓰는 연습을 하면서 중요 표현 확인

Exercises

[23006-0139]

01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를 의뢰하려고

② 임상 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려고

③ 설문 목적에 따른 조사 방법을 소개하려고 

④ 학생과 교직원의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하려고

⑤ 설문 조사 설계 시 자문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려고

[23006-0140]

0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로봇이 등장하는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② 아이가 TV를 시청할 때에는 어른이 함께 시청하는 것이 좋다. 

③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아이의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⑤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006-0141]

03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②

④

①

⑤

③

112  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2023_EBS_수특_영듣_본문(108-200)-8.indd   112 2023. 1. 4.   오후 6:41

Dictations

01
M: Good morning, Maharana University faculty and 

students! Are you working on a research 

project? Are you collecting data to ❶  

   ? Then the Survey Design 

Clinic can help you out. You’ll be able to sit 

down with a survey design consultant and learn 

about the principles of survey design. Stop by 

the clinic ❷      on 

visual design, sampling, question development, 

and ways to use different types of survey styles. 

The clinic ❸      all 

Maharana University students, faculty and staff 

member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

surveydesignclinic.edu or call us at 518-335-

0910. 

02
W: Max, I’m back.

M: Honey, did you have a good time with your 

friend today?

W: Of course. So what did you and our little Brian 

do ❶       ? 

M: I allowed him to watch Robot Wolf Apollo for 

an hour before taking a nap.

W: He really likes watching cartoons. 

M: Yes. He loves the robot wolf character. 

W: Were there any scenes not fit for little children 

like Brian? 

M: No, it was just a sweet story. 

W: Good.  Some TV programs for  ch i ld ren  
❷        that 

are uneducational.  

M: Well, I can’t believe a producer of a children’s 

program would allow that! 

W: It’s irresponsible but it happens. They should be 

careful that their programs for young children  
❸     .

M: You can say that again.

03
W: It’s great to see you, Jacob.

M: It’s great to see you too, Ms. Johns. It’s already 

been three years since I graduated. Wow, the 

school garden has changed a lot!

W: Right. We built a deck around the old tree last 

year. You remember that tree, don’t you?

M: Of course I do. It’s great to see you kept it.

W: Yeah, how do you like ❶    

  next to the tree?

M: I love it! Oh, the picnic table is new. What a 

great  p lace  for  the s tudents  ❷   

     ! 

W: Yes, and we can move it around to have 

concerts. The space under the sunshade 

becomes the stage.

M: I see what you mean. And ❸    

      can block the 

rain.

W: Actually, we had a mini concert here last month.

M: Cool! And these flowerpots on the steps are 

beautiful. 

W: Why don’t we sit at the table and talk for a 

while?

M: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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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Dictations

PartⅢ
실전편

예제를 다시 들으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봄으로써 학습효과 UP

Dictations



Contents이 책의  차례

01 목적 08

02 의견 14

03 관계 20

04 그림 내용 일치 26

05 할 일 32

06 숫자 정보 38

07 이유 44

08 유형 심화 I 50

09 언급 유무 54

10 담화 내용 일치 60

11 도표 66

12 짧은 대화의 응답 72

13 긴 대화의 응답 82

14 상황에 적절한 말 92

15 복합 이해 98

16 유형 심화 II 104

유형편

IPart



Part

17 학업, 교육 110

18 건강·안전, 봉사, 환경 보호 120

19 여행, 체험 활동 130

20 정보 통신, 방송, 사교 활동 140

21 가사, 쇼핑, 직장 업무 150

22 실전 모의고사 1회 162

23 실전 모의고사 2회 168

24 실전 모의고사 3회 174

25 실전 모의고사 4회 180

26 실전 모의고사 5회 186

27 실전 모의고사 6회 192

[ 23006-0001 ] 23006-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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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i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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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교재  자료실

한글다운로드

교재이미지 활용

강의활용자료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EBS 교재 문제 검색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학생 교사

소재편

II  Part

실전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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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편 I
PART



 PART Ⅰ

강
정답과 해설 2쪽

01 목적

유형 소개

■ 담화를 듣고,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이다.

■ 담화문은 안내 사항, 공지, 광고 등의 형태로 제시된다.

■ 화자가 중점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핵심 내용과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관의 변경된 운영 시간을 안내하려고

② 독후감 쓰기 대회의 일정을 공지하려고

③ 책갈피 디자인 대회 참가를 독려하려고

④ 기한 내 도서 반납을 촉구하려고

⑤ 전자책 이용 방법을 설명하려고

[23006-0001]

2023학년도 수능 1번
기출 예제

◆ STEP 1
핵심 표현을 통해 상황 예측하기

school librarian, a bookmark design competition,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 STEP 2
담화의 목적을 나타내는 주요 단서 파악하기

hosting a bookmark design competition → encourage students of all grades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 visit our school library to submit your application

◆ STEP 3
담화의 내용을 통해 정답 추론하기

책갈피 디자인 대회 개최 →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기를 권장함 → 지원서를 내러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Liste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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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ions

M: Hello, Lockwood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your school librarian, Mr. Wilkins. I’m sure you’re 

aware that our school library is hosting a ❶   . I encourage students of all 

grades to ❷   the competition. The winning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 We’re also giving out a variety of other prizes. So 

don’t let this great opportunity slip away. Since the ❸   for the bookmark design 

competition ends this Friday, make sure you visit our school library to submit your application. 

Come and participate to display your creativity and talents.

Useful Expressions, Idioms and Phrases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A: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B: That’d be lovely. Can you get the butter from the refrigerator?
 그러면 좋겠구나. 냉장고에서 버터를 갖다줄 수 있니?

	 give	~	a	hand	~을	도와주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A: Oh, you’re right! Then, could you give me a hand?   오,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B: Sure. Let’s remove the labels together.   물론이죠. 라벨을 함께 제거해요.

Communicative Functions

확실성	정도	표현하기
I’m sure you’ve encountered some wild animals in cities.

Are you sure we can take good care of it?

상기시켜	주기
Don’t forget to bring some warm clothes.

Remember to wear your helmet.

01강•목적  9



Exercises

[23006-0002]

01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유행 전염병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② 휴가철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하려고

③ 아파트 방역 소독 실시를 안내하려고

④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 변경을 공지하려고

⑤ 아파트 화단 내 쓰레기 투기를 경고하려고

[23006-0003]

02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과학 실험실 사용 시간을 안내하려고

② 실험실 기본 안전 수칙을 강조하려고

③ 과학 장학생 선발 절차를 설명하려고

④ 실험실 학생 도우미 모집을 공지하려고

⑤ 방과 후 과학 실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23006-0004]

03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낚시 대회 참가 신청을 권유하려고 

② 신형 낚시 세트 제품을 광고하려고

③ 낚시 여행 참가자 모집을 공지하려고

④ 호수 낚시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려고

⑤ 낚시 채널에서 방송할 내용을 소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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