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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영어 듣기 유형분석

7. 대화자의 장소 · 직업 · 관계 고르기
이렇게 출제돼요 -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말하는 사람의 직업, 또는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 문제 풀이 요령
① Script 를 듣기 전에 주어진 답을 빠른 시간에 미리 읽어 본다.
② Script 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미리 생각하면서 답을 읽는다.
③ 한두 마디의 단어로 장소를 유추하지 않는다.
④ 전체적인 상황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듣는다.
⑤ 우선 대화와 관련된 단어나 어구들을 평소에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 - 두 사람의 직업을 암시할 만한 단서를 파악한다.
ex) 이력서(resume) - 면접하는 사람과 구직자.
인상착의 - 경찰관과 신고자.
가격 - 상인과 고객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시오. (2004 학년도 2 번)
① toy store

② drugstore

④ music shop

⑤ dentist’s office

③ animal clinic

★ Script :
M: May I help you?
W: Yes, my puppy's got something wrong with his paw.
M: Let me see. Which one?
W: The right, front one. He's been limping for two days.
M: I can see it hurts. He's licking it.
W: I thought maybe it would get better on its own, but it hasn't.
M: Can you hold your puppy while I take a look?
W: Do you see anything?
M: Yes, I think he's got a little piece of glass in his paw.
W: Can you get it out?
M: Let me get some instruments. I'll be right back.

☆ 해설 : 특정한 장소와 직업에 관련된 명사, 동사와 특정 표현을 위주로 읽는다.
남: 도와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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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 제 강아지 발에 문제가 있어요.
남: 살펴봅시다. 어느 쪽인가요?
여: 오른쪽 앞다리요. 이틀 동안 절뚝거리고 있어요.
남: 다쳤군요. 강아지가 발을 핥고 있네요.
여: 어쩌면 저절로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낫질 않아요.
남: 진찰하는 동안 강아지를 안고 계시겠어요?
여: 뭔가 보이나요?
남: 예, 발에 작은 유리가 박힌 것 같아요.
여: 빼낼 수 있겠어요?
남: 치료 도구를 가져와야 하겠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Key words.
1) 장소 관련 어휘
※ animal clinic : my puppy / hurts / get better / take a look 진찰하다
① Hotel(호텔) : Front desk / Room service / Check-in / Check out / Wake-up
call / daily rate 1 박요금 /
② 약국(drug store/ pharmacy): druggist/ pharmacist(약사) fill the prescription 약
조제하다. tablet

알약

③ 병원(Hospital) : doctor/ physician/ nurse/ patient write out the prescription
처방전 쓰다.
Take your temperature :체온을 재다. / She has a sore throat. 목이 아프다. / He
sprained his ankle. 그는 발목을 삐었다. / I have a sharp pain in my back. 등에
심한 통증이 있다.
④ 은행(Bank) : cash a check.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다. / open an saving account
저축구좌 개설 / deposit 예금하다. <==> withdraw 인출하다. / deposit slip
예금신청서 / exchange rate 환율
⑤ 비행기 안에서 (In an airplane) : boarding pass 탑승권 / aisle seat 통로 쪽
좌석 / flight 비행 / flight attendant 승무원들 / non-stop flight 무착륙 비행
⑥ 세관(customs office) :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과세품목 신고하실 것
있어요?
⑦ 우체국(post office) :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Florida? / First class 1 종
우편
airmail letter : 항공우편
⑧ 미용실(beauty shop) : trim 머리를 다듬다. / shave 면도하다 / get my haircut
머리 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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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도서관(library) : check(take)out the book 책을 대출받다. <==>return the book
반납하다. librarian 사서, take out, 책을 대출하다, overdue, 반납기한이 지난
⑩ 옷가게(clothes store) ; How do the pants fit? / dressing(fitting)room(탈의실)/
try on / It looks good on you. 당신께 잘 어울립니다.
⑪ 사진관(photo shop) : I have some film to be developed 사진 현상 할 것이
있습니다.
⑫ 경찰서(Police station) : I want to report a robbery. 도난 사건 신고 하려고
합니다. arrest 체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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