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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영어 듣기 유형분석

유형 2 시간 · 금액 고르기
이렇게 출제돼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시간이나 금액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시간과 액수가 언급되며, 간단한 계산이 요구된다.
☆ 문제 푸는 요령
하나 - 시각과 금액에 대한 말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므로 이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갖는다. 특히, 대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종합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유의한다.
두울 - 숫자나 금액, 시간을 표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숙지한다.
ex) ten to nine : 9 시 10 분전, a quarter past to ten : 10 시 15 분
half an hour : 30 분, an hour and a half : 1 시간 30 분
ten dollars twenty five : 10 달러 25 센트
penny : 1 센트, nickle : 5 센트, dime : 10 센트, quarter : 25 센트
세엣 - 시간이나 숫자와 관련된 관용어를 숙지한다.
ex) How much do I owe you? = How much does it cost?
= What's the price? = How much is it?(얼마입니까?)
What time is it? = What time do you have?
= Do you have the time?(몇 시입니까?)
Keep the change.(잔돈을 가지세요.)
What time shall we make it at 8 or 9? - It is up to you.
(8 시에 만날까요, 9 시에 만날까요? -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네엣 - 시간을 물어 볼 때는 금액은 과감하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리고 금액을
물어 볼 때는 시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 좋고 잘 들리면 답 이외의 것도
신중히 듣고 기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에
신경을 집중하세요.(혼동을 주기 위한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결정적 단서만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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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 문제에서 묻는 시각이 현재 시각인지, 약속 시각인지, 소요시각인지, 출발
시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 시각을 중심으로 더해야 할지 빼야 할지를
판단한다. 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준으로 제시된 금액, 즉 기준가격을 먼저
파악해서 찾아내야 한다. 이후 구입하는 상품의 수량, 할인율 등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금액이나 요금 계산
비법: 시간이나 금액 문제를 푸는 문제는 예를 들어 만날 시각은 시간이 대략 세
개가 나온다.
A: 몇 시에(8 시에) 만나는 것이 어때?
B: 너무 빠른 것 같아? 9-10 시가 나는 괜찮은데요?
A: 그럼 9 시 30 분에 만나자?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A: 이 물건은 8000 원인데요.
B: 가지고 있는 돈은 5000 원 밖에 없어요. 깎아 주세요.
A: 그럼 6000 이하로는 안돼요.
B: 알았어요. 6000 원으로 하지요.
이렇게 수 · 금액 · 시각 고르기 문제는 세 가지(시점, 금액)가 대화에 등장하는데
끝까지 잘 듣고 원하는 답을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정확하게 8 시를
들었다고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골라야 한다.
기출문제 보기:
(2002 년 3 번)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액수를 고르시오. ③
① $3

② $6

③ $9

④ $10

⑤ $12

script:
W: Excuse me, but when do you close?
M: 8 o'clock.
W: Good! Three hours left. And how much is admission?
M: It's 6 dollars for an adult. How many would you like?
W: Two. My daughter and me. How much is it for a kid?
M: It depends. How old is she?
W: She's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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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en she'll get a 50% discount. So $3 for your child.
W: That's a good deal! Here's ten.
M: And here's your change. Enjoy your swim.
- 위 문제는 admission(입장료)를 묻는 문제이다. 두 명이 입장하려고 한다.
딸(50% 할인)과 성인인 나 2 명이 입장하려는데 입장료는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이다. 처음에 6 달러라는 단어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리고 답인 9 달러는
들리지 않는다.
즉 kid(아이)는 50%할인(3 달러)가 된다는 것을 유추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2001 년 6 번)
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옷값으로 지불해야 할 액수를 고르시오. ④
① $8

② $10

③ $12

④ $16

⑤ $20

W: Hello! Can I help you?
M: Yes. I'm looking for a shirt. It's going to be a present for my friend's birthday.
W: What size?
M: He's about my size.
W: Then, how about this one?
M: That's nice! I think my friend will like it. How much is it?
W: Eight dollars. It's on sale now.
M: All right. I'll buy two, one for me and one for my friend.
W: These two shirts? Anything else?
M: No, that's all. Here's twenty dollars.
W: Thank you. Here's your change, four dollars. Have a good day.
중반까지는 금액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외우거나 문제지에 필기 할 필요가
없다. 중반에 How much is it? 얼마냐고 묻는다. 신경 쓰자! 처음에

세일해서

8 달러라고 한다. 답이 아닐 가능성 높다. 더 보자 2 개(2* 8$ = 16) 산다고 한다.
16 달러가 답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미끼가 던져진다. 20 달러 낸다. 그리고 4 달러 잔돈을 받는다. 답이 아니다.
☆ Key Words
① 시간 - 3: 10 ( three ten/ten after three/ten past three)
3: 45 ( three forty-five / quarter to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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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ast : ～후 , to (before) : ～전, in : 지나서(in half an hour)
③ thirte'en〔 ～ti:n 〕/ thi' rty 〔 ～ti 〕
④ 호실 :

Room 709(seven-oh-nine)

비행편 : NWA Flight 1347(thirteen forty seven)
전화번호 : 877-5100 (eight double seven five one double oh)
⑤ $12.34 : twelve thirty-four / $5 a piece : 개당 $5 / $3 each : 각각 $3
It's on sale : 세일중 / It's for sale : 판매용 / check : 수표 / cash : 현금 /
change : 거스름돈
There's a 20%-off sale / discount / You can get 20% off. / We ask only one
price: 정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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