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문장의 기적 

Listening

대한민국
수능
비법

듣기 2.0

듣기
LISTENING



7일간 4회 1등급이 하는 완벽한 1회독
듣기 편

복습법741
수업시간에 배운 부분을 수업 직후에 mp3를 통해서 듣고 쉐도잉(따라 읽기)을 합니다.  

들리지 않는 구간은 체크해놓습니다.
STEP 1

즉시

쉐도잉을 하면서 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받아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연음으로 쓰이는 것들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음을 하나씩 잡아 나간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STEP 2
12시간 이내

전 날에 배웠던 부분을 받아쓰기 연습을 해봅니다. 한 문장단위로 듣고 받아쓰기 연습을 

합니다. 여유시간에 mp3를 배속으로 추가 2회를 듣고 쉐도잉합니다.
STEP 3

24시간 이내

주말에는 그 주에 배웠던 분량을 모두 복습합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여유시간에 

mp3를 들으면서 들리지 않는 것들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받아쓰기를 진행합니다.
STEP 4

일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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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udy
구성과 특징

1
영어 듣기가 어려운 이유 분석

어째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말의 속도(Speech rate)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말하는 속도는 한국인의 말하는 속도에 비해 무척 빠르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강세가 있는 

음절 위주로 발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처럼 모든 음절을 똑같은 강도로 발음하는 모국어에 익숙해 있는 학습자들

에게는 더더욱 빠르게 느껴지며, 이로 인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많게 되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놓치

기 쉽다.

음운적 변화(Phonological modification)

빠른 속도의 말에서는 인접한 소리들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들은 매우 복잡한 일련의 규칙

에 따라 일어나고 또 변화의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의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 된다. 영어 듣기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음운적 변화로, ①동화(assimilation)와 ②생략(elision), ③끼워 넣기

(intrusion)가 있다.

① 동화 : 인접한 소리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예를 들면, ‘won’t you’는 보통 [wonchoo]로 발음된다.

②   생략 : 빠른 말에서 어떤 소리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next day’는 대개 [nexday]로 들리게 되는 것

을 말한다.

③   끼워 넣기 : ‘r’소리는 ‘far’의 단어의 끝에서 정상적으로 발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far away’처럼 뒤에 모음으

로 시작되는 단어가 따라오면 두 단어 사이에 ‘r’소리가 자리를 잡게 된다.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

강세와 억양은 영어 듣기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 운율적인 요소들(prosodic features)은 청자가 듣는 내

용들을 어떻게 덩어리지우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정확한 내용에 대한 듣기 이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강세나 억양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세나 억양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수적이다.

어휘

듣기를 하는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청자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다음 문장들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청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표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 주어진 내용의 주요소와 부수적 요소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각각의 이해하

지 못한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간섭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잃게 된다.

주의 집중 능력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주의집중을 하지 않으면 내용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주제를 놓

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의 집중 능력이 요구된다.

1

영어듣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2

3

4

5 2
청취력 향상을 위한 특강

정확한 영어발음을 하기 위한 방법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도록 설명해 놓았다.

한국인이 하기 힘든 발음

upper lip
(윗 입술)

alveolar-ridge
(윗니의 잇몸)

nasal cavity
(비강)

velum
(연구개)

hard palate
(경구개)

Tongue : back
(후설)

middle
(중설)

front
(전설)

tip
(혀끝)

upper teeth
(윗니)

lower teeth
(아랫니)

lower lip
(아랫입술)

jaw
(턱)

vocal cords
(성대)

청취력 향상을 위한 
특강

3
Basic Expressions
듣기문제의 주를 이루는 기초 일상회화 표현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상황별·주제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Basic Expressions

01  과거·경험

001 I would have slept if you hadn’t called me.

002 I was almost hit by a car a while ago.

003 It was a terrible experience, I can’t forget it.

004 My last trip was so good that I will never forget it.

005 Why don’t we look for a place to take a rest?

Basic Expressions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더 피곤했었다면

트럭에

자전거에

상황

느낌

우리의 지난 휴가

수학여행

점심을 먹을

돗자리를 펼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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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수능에 맞춘 유형별 공략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수능의 영어듣기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

숙지해야 할 사항과 Skill이 실려 있다.

01 짧은 대화에 이어질 응답 파악

짧은 대화를 듣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유형으로 대화의 상황이나 핵

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응답을 추론해내야 한다.

01 짧은 대화에 이어질 응답 파악

1. 문장을 듣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2. 특히 의문사에 주의하여 들어야 하며 그 의문사에 적절한 응답을 유추해야 한다.

3.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회화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을 익히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최종적으로 답을 골랐다면 응답자의 입장에서 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zeus SKILL

90

5
Application of the Expressions
기출문제 안의 중요한 표현은 학습자 스스로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응용문장을

실어놓았다.

M : 클레어, 숙제 다 끝냈니? 예정된 날짜가 내일이야.

W : 응, 그거 벌써 제출했어. 이번에 A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해.

M :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오늘밤 파티에 참가할 수 있겠네, 맞지?

W : 학교의 할로윈 파티를 뜻하는 거니?

M : 응, 아마 재밌을 거야. 할로윈 의상은 골랐니?

W : 의상은 있지만 오늘밤 파티에 참가할 수 없어.

M :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W : 남동생을 돌봐주러 가야해. 지금 병원에 있거든.

M : 오, 안됐다. 네가 동생을 돌봐야 한다니 분명히 힘이 들 거야.

W : 보통은 우리 엄마가 하시지만 오늘밤 중요한 만남이 있으시거든.

M : 알겠어. 남동생이 빨리 호전되었으면 좋겠다.

① Have you finished + (동)명사? : (동)명사를 끝마쳤니?

　 - 요리를 끝마쳤니?  →                

　 - 공부를 끝마쳤니?  →                

　 - 그 책을 읽는 것을 끝마쳤니?  →                

② You must have been + 동사~ing : 너는 동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 너는 자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                

　 - 너는 울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                

　 - 너는 공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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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전 모의고사 수록

개정된 수능유형에 맞추어 엄선한

EBS·평가원 기출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 1회분이 수록되어 있다.

실전  모의고사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m almost ready.

② I’ll see you at 3 p.m.

③ I wrote about camping.

④ We went there by train.

⑤ We should meet at school.

실전  모의고사

01  

[Telephone rings.]

W : Hello, Chris. ①Are you ready to go camping?

M : Almost. I just need to pack my clothes.

W : Good. By the way, ②where should we meet?

M : 　　　　　　　　　　　　　　　　　　

W : 안녕, 크리스. 캠핑 갈 준비 되었니?

M : 거의. 옷들만 싸면 돼.

W : 좋아. 그건 그렇고, 어디에서 만날까?

① Are you ready to + 동사? : 동사할 준비 되었니?

　 - 떠날 준비 되었니?  →                

　 - 지금 주문할 준비 되었니?  →                

　 - 파티에 갈 준비 되었니?  →                

② Where should we + 동사? : 어디에[서] 동사해야 할까?

　 -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까?  →                

　 - 어디에 열쇠를 두어야 할까?  →                

　 -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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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속도(Speech rate)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말하는 속도는 한국인의 말하는 속도에 비해 무척 빠르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강세가 있는 

음절 위주로 발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처럼 모든 음절을 똑같은 강도로 발음하는 모국어에 익숙해 있는 학습자들

에게는 더더욱 빠르게 느껴지며, 이로 인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많게 되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놓치

기 쉽다.

음운적 변화(Phonological modification)

빠른 속도의 말에서는 인접한 소리들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들은 매우 복잡한 일련의 규칙

에 따라 일어나고 또 변화의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의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 된다. 영어 듣기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음운적 변화로, ①동화(assimilation)와 ②생략(elision), ③끼워 넣기

(intrusion)가 있다.

① 동화 : 인접한 소리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예를 들면, ‘won’t you’는 보통 [wonchoo]로 발음된다.

②   생략 : 빠른 말에서 어떤 소리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next day’는 대개 [nexday]로 들리게 되는 것

을 말한다.

③   끼워 넣기 : ‘r’소리는 ‘far’의 단어의 끝에서 정상적으로 발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far away’처럼 뒤에 모음으

로 시작되는 단어가 따라오면 두 단어 사이에 ‘r’소리가 자리를 잡게 된다.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

강세와 억양은 영어 듣기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 운율적인 요소들(prosodic features)은 청자가 듣는 내

용들을 어떻게 덩어리지우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정확한 내용에 대한 듣기 이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강세나 억양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세나 억양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수적이다.

어휘

듣기를 하는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청자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다음 문장들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청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표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 주어진 내용의 주요소와 부수적 요소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각각의 이해하

지 못한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간섭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잃게 된다.

주의 집중 능력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주의집중을 하지 않으면 내용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주제를 놓

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의 집중 능력이 요구된다.

1

영어듣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2

3

4

5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문제와 주어진 보기들을 미리 훑어 볼 것.

대화나 말을 듣기 전에 묻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보기가 영어로 주어진 경우는 평소 

직독직해 연습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면 미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독해공부를 하면서 이

를 위한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청취 도중 모르는 단어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 것.

당황하게 되면 청취 내용의 흐름이 끊어져 더욱 이해가 어려워진다. 침착하게, 포기하지 말고 최상의 답을 고르도록 

노력하라.

청취 도중 모르는 단어나 내용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 것.

이것 역시 청취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므로 청취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만약 아직 문제를 

풀고 있는 중에 다음 문제가 시작되면 풀던 문제는 제쳐 두고 다음 문제의 충취에 귀를 기울인다. 이때 다음에 되돌아

와서 마무리 할 시간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가급적 최상의 답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청취 도중 제시된 선택지들을 읽지 말 것.

제시된 답을 읽느라고 청취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 제시된 선택지는 청취 시작 전에 미리 얼른 훑어보는 정도로 하고, 

듣기 중에 나오는 중요한 컨텐츠는 자신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방법도 좋다.

동음이의어나 혹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달라 혼동하기 쉬운 발음에 특히 주의할 것.

예를 들면 whole과 hole은 발음이 비슷하므로 이때는 문맥을 따져 둘 중 옳은 것을 골라야 한다.

개개의 단어에 신경 쓰거나 메모하려 하지 말고 전체 내용의 파악에 힘쓸 것.

대체로 초보자들은 내용 파악보다 개개의 단어들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한 듣기 훈련을 통해 이러한 습관

을 고쳐야 한다.

1

만점 듣기를 위한 
핵심 요령

2

3

4

5
6



한국인이 하기 힘든 발음

upper lip
(윗 입술)

alveolar-ridge
(윗니의 잇몸)

nasal cavity
(비강)

velum
(연구개)

hard palate
(경구개)

Tongue : back
(후설)

middle
(중설)

front
(전설)

tip
(혀끝)

upper teeth
(윗니)

lower teeth
(아랫니)

lower lip
(아랫입술)

jaw
(턱)

vocal cords
(성대)

청취력 향상을 위한 
특강



/ l / 과 / r /

 01 유성음 / l /

우리말의 /ㄹ/과 비슷한 소리로 낱말을 발음하기 전에

[을]을 더하는 기분으로 혀의 양쪽 끝으로 공기를 통과하게 발음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light, like, slide, follow, let, leapEX

 02 유성음 / r /

혀끝을 입천장쪽으로 구부려 올리되 입천장에는 조금도 닿지 않게 하고

입모양을 약간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rice, raw, rightEX

03 Tongue Twister

A little lady licks a lovely lollipop.

A red robin and a red rabbit arrive at the rainbow.

04 발음연습

right : light ray : lay rice : lice fry : fly pray : play
read : lead wrong : long grass : glass room : loom rink : link
row : low rest : lest road : load rock : lock reader : leader

1

voice

voice



/ t / 와 / d /

  01 무성음 / t /

혀끝을 윗니의 잇몸에 위치시킨 다음 입김을 멈춘 후,

혀를 떼어냄과 동시에 입김을 바깥으로 내면서 발음하는 무성음이다.

우리말의 /ㅌ/과 유사하다.

toy, team, teacher, tennis, templeEX

  02 유성음 / d /

/d/는 /t/의 혀의 위치 및 발음 방법이 동일하나,

성대가 울리며 발음되는 유성음이다.

우리말의 /ㄷ/과 유사하다.

dog, day, deer, duck, diaryEX

03 Tongue Twister

A writer stops writing a letter.

A doctor draws a dancing dad.

04 발음연습

latter : ladder metal : medal train : drain waiting : wading written : ridden
sat : sad bent : bend wrote : road cart : card too : do
tie : die try : dry town : downz

청취력 향상을 위한 
특강

2

voice



/ th /

 01 무성음 / th 쓰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끝을 가볍게 대고 혀를 안쪽으로

당기며 발음한다.

thick, thumb, mouth, worthEX

 02 유성음 / th 드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로 가볍게 물고 혀를 안쪽으로 당기며 성대를 울려 발음한다.

that, brother, fatherEX

03 Tongue Twister

A thousand thanks for your thin and thick kindness.

That was then, this is now.

04 발음연습

thigh : thy wreath : wreathe sooth : soothe
loath : loathe mouth : mouth(v)

3

voice



/ f / 와 / v /

 01 무성음 / f /

윗니를 아랫입술 뒷면에 대고 입김을 밖으로 불어내면서 발음한다.

 1. [f] fat, fit, fish, food, office, before  

2. [ph] photo, sphere, phone, dolphin  

3. [gh] rough, laugh, cough, tough

EX

 02 유성음 / v /

윗니를 아랫입술 뒷면에 대고 성대를 울려 발음한다.

very, vain, avoid, even, move, aboveEX

03 Tongue Twister

A fat frog was afraid of five fish.

A violinist visits Venice and lives in the village.

04 발음연습

fat : bat life : live feel : veal fine : vine few : view
fail : veil safe : save leaf : leave fan : van proof : prove

surface : service file : vile belief : believe shuffle : shovel

청취력 향상을 위한 
특강

4

voice



/ p / 와 / b /

  01 무성음 / p /

양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공기의 통로를 차단시킨 다음

갑자기 양 입술을 터뜨리면서 내는 무성음

picnic, picture, park, pie, pinEX

  02 유성음 / b /

/b/는 /p/의 혀의 위치 및 발음 방법이 동일

하나, 성대가 울리며 발음되는 유성음

blouse, break, bus, band, bedEX

03 Tongue Twister

Speaker spelled spring and sport.

Betty bought a beautiful balloon.

04 발음연습

post : boast peach : beach dapple : dabble pea : bea pig : big
pack : back pad : bad pie : buy pet : bet pill : bill
push : bush pin : bin peg : beg cup : cub plead : bleed

5
1. 2.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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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01 과거·경험

02 쇼핑

03 미래·계획

04 전화

05 여행

06 부탁·요청

07 위치·장소묻기

08 병원·건강

09 제안·충고

10 교육·직업

11 생각·동의

12 날씨

13 의견 묻기·교환하기

14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15 사물 묘사·설명

16 가족·친구·이웃

17 취미·습관

18 의사 결정

19 식당·야외활동

20 약속

21 편지

22 의식주

23 미디어

Basic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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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xpressions

01  과거·경험

001 I would have slept if you hadn’t called me.

002 I was almost hit by a car a while ago.

003 It was a terrible experience, I can’t forget it.

004 My last trip was so good that I will never forget it.

005 Why don’t we look for a place to take a rest?

Basic Expressions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더 피곤했었다면

트럭에

자전거에

상황

느낌

우리의 지난 휴가

수학여행

점심을 먹을

돗자리를 펼칠

16



01  과거·경험

001 I would have slept if you hadn’t called me.

002 I was almost hit by a car a while ago.

003 It was a terrible experience, I can’t forget it.

004 My last trip was so good that I will never forget it.

005 Why don’t we look for a place to take a rest?

Basic Expressions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더 피곤했었다면

트럭에

자전거에

상황

느낌

우리의 지난 휴가

수학여행

점심을 먹을

돗자리를 펼칠

006 When I got back, I was very tired.

007 I used to have a lot of fun when I was young.

008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ould become a doctor.

009 I’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trip.

010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011 When did your cousin get married?

녹초가 되었다

진이 빠졌다

내가 다섯 살 때

나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거라고

내 친구가 될 거라고

너의 꿈에

너의 남자친구에

네가 그를 본

그녀가 편지를 썼던

삼촌이

친구가

Ba
si
c 
Ex
pr
es
si
on
s

Z E U S
한 수 비  듣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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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xpressions

012 I spent my early years in Seoul.

013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014 How long has it been since he came here?

015 A strange thing happened to me during the vacation.

016 On the way back home, I had an accident.

017 I will give you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my trip.

어린 아이시절을

유년기를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운

우리가 입학한지

그녀가 태어난지

흥미로운 일이

놀라운 사건이

제우스를 만났다

지갑을 주웠다

이야기

보고

18



018 Let me tell you the exact background.

019 I think I’ve forgotten something, but it’s too late now.

020 How many passengers were there?

021 My friend got injured in a car accident.

02  쇼핑

022 We were supposed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세부내용을

전체적인 이야기를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버스에

비행기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는

쇼핑을 가기로

가구를 좀 사기로

Ba
si
c 
Ex
pr
es
si
on
s

Z E U S
한 수 비  듣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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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xpressions

023 I’m looking for a case to go with the flower.

024 You can get an additional discount if you have the membership card.

025 It seems very heavy, but I don’t know its exact weight.

026 This table is just as useful as that one.

027 Please visit our website.

028 What type of furniture will you buy?

내 휴대폰과

너의 키보드와

멤버쉽에 등록하시면

VIP시라면

매우 가벼운 듯

꽤 무거운 듯

저렴하다

비싸다

가게를

새로운 지점을

시계를

컴퓨터를

20



029 Are you trying to find a round one?

030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 delivery to get there?

031 I might be able to go shopping right away.

032 He’ll go to the electronic store instead of going to the movies.

033 What size suitcase do you want to buy?

034 I like the style of this one.

덜 비싼 것을

더 안전한 것을

소포가

짐이

한 시간 후에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 가는 것

집에 머무르는 것

아파트를

셔츠를

생김새가

가격이

Ba
si
c 
Ex
pr
es
si
on
s

Z E U S
한 수 비  듣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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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xpressions

035 Will you go shopping to buy some clothes?

036 What are the principal products of your shop?

037 This suit looks good on you.

038 Can I try on this T-shirt?

039 I’m interested in buying a new microwave.

040 What’s the price of that iron?

식료품 사러

선물 좀 사러

품목은

상품은

그 티셔츠는

그것은

바지

드레스

새 가구를

새 탁상시계를

토마토 주스 한 병의

감자칩 한 봉지의

22



041 Do you have any recommendable website?

042 Is this toothpaste on sale now?

043 That’s an awesome wallet.

044 Do you have change for a one hundred-dollar bill?

045 The clerk helped me to find what I want.

046 What color shoes do you wear?

가게라도

도매점이라도

비누

페이스 크림

가벼운

유명한

십 달러

오 달러

고르도록

선택하도록

양말을

드레스를

Ba
si
c 
Ex
pr
es
si
on
s

Z E U S
한 수 비  듣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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