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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영어 듣기 유형분석

8. 대화자의 심정
이렇게 출제돼요 -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대화나 담화를

듣고, 대화자 중의 한 사람의 심경이나 앞으로 취할 행동을 추론해 내는 문제가
이런 유형입니다.
☆ 문제 푸는 요령
1. 대화에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을 통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평소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어휘들을 정리해 두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
3. 심정이나 감정은 말하는 사람의 어조로도 대강 짐작이 가능/ 어조에 유의해야
하며 세부내용 보다는 전체분위기에 초점을 둔다.
4. 추후 행동 추론의 경우, 대화 및 담화의 끝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특히
대화의 전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대화를 듣고, 남학생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2004 학년도 3 번)
① delighted

② relieved

③ angry

④ satisfied

⑤ embarrassed

★ Script
M: Emily, you'll never believe what I just did.
W: What's wrong? Your face is all red.
M: I was standing in the gall with Dan and Mark right after our history class and...
W: Don't tell me. You were doing your imitation of Mr. Baker.
M: Yeah, you know how he's always rubbing his chin and saying, "Now class!"
W: Yeah, he's so funny when he does that.
M: Well, guess who came up behind me at that very moment?
W: Mr. Baker?
M: Right.
W: Oh, no, he's our favorite teacher. What did you do?
M: I just turned red. I didn't know what to do.
☆ 해설 :
남: Emily, 내가 방금 한 일을 절대 믿지 못할 거야.
여: 무슨 일이니? 얼굴이 붉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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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역사 수업이 끝나자마자 Dan 과 Mark 와 함께 복도에 서 있었거든.
여: 알겠다. 너 Baker 선생님을 흉내 내고 있었구나.
남: 응, 너도 그가 항상 턱을 비비며, “자 여러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잖니.
여: 맞아, 그러실 땐 몹시 우스워.
남: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내 뒤를 따라왔는지 추측해 볼래?
여: Baker 선생님?
남: 맞아.
여: 저런, 그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니?
남: 얼굴이 붉어졌어. 어찌할 줄 몰랐어.
☆ key words
excited 설레는 / bored 지루한 / scared 무서운 / disappointed 실망한 / relaxed
편안한 / lonely 외로운 / worried 걱정하는 / pleased 기쁜 / nervous 초조한 /
upset 화난 / regretful 후회하는 / embarrassed 난처한 / frustrated 실망한 /
irritated 신경질이 난 / lonesome 고독한 / miserable 불쌍한 /exuberant 크게
기뻐하는 / satisfied 만족한 / sympathetic 동정심 많은 / relieved 안도한 /
pleasantly surprised 긍정적이 놀람 / should have p.p(~했어야 했는데) :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 angry, 화난 / indifferent, 무관심한 / nervous, 불안한

초조한

/

depressed, 낙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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