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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형모의고사 글의�목적2017� 1� ( )

1.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서울?[3 ]1)

Dear� Mrs.� Coling,

My� name� is� Susan� Harris � and�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students� at� Lockwood� High� School.�

Many� students� at� the� school�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abou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Lockwood.� You� are� invited� to� attend� a� special� presentation� that� will� be� held� at� our�

school� auditorium� on� April� 16th.� At� the� presentation,� students� will� propose� a� variety� of� ideas� for�

develop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youth� within� the� community.� As�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the� community,� we� would� be� honored� by� your� attendanc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Sincerely,

Susan� Harris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회�참석을� 부탁하려고①�

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해� 준� 것에� 감사하려고②�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강연을� 의뢰하려고③�

학생들의� 발표회에� 대한�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고④�

학생들의� 프로젝트� 심사�결과를� 알리려고⑤�

2.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4D]2)

Dear� Mr.� Rosenquist,�

I� hope� you� are� having� a� pleasant� day.� My� name� is� Andrew� Jackson,� and� I� am� a� political� science�

student� examining�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activity� in� South� America.� My� professor,� Dr.�

Kim,� said� that� you� are� one� of� the� most� inf luential� experts� in� the� area,� and� he� suggested� I�

contact� you� for�my� research.� So� I’d� like� to� get� your� opinion� about�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region.� Your� knowledge� about� the� region� and� the� environment� is� sure� to� be� of� great� help�

for� me� to� complete� the� research.� Please� give� me� a� chance� to� interview� you.� It� won’t� take� more�

than� one� hour.�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yours,�

Andrew� Jackson�

인터뷰에� 응해� 달라고� 요청하려고�①�

연구� 논문의� 공동� 집필을� 의뢰하려고�②�

남아메리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홍보하려고�③�

연구를�도와줄� 자원봉사자� 모집� 절차를� 안내하려고�④�

남아메리카의�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보고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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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4V]3)

To� the� Manager� of� Pet�World:

One� week� ago,� I� purchased� Pew� dog� food� for� my� pet� at� your� store.� I� was� surprised� at� what�

happened� when� I� opened� the� dog� food� at� home.� The� dog� food� was� rotten.� Not� realizing� that,� I�

fed� it� to� my� pet,� and� she� became� violently� ill,� vomiting� for� hours.� I� was� forced� to� take� her� to�

the� vet.� After� spending� thousands� of� dollars,� I� realized� that� her� sickness� was� due� to� the� rotten�

dog� food� I� had� unknowingly� fed� her.� I� hope� you’ll� make� up� for� my� financial� burden� related� to�

this� unfortunate� incident.� Please� contact� me� as� soon� as� possible� at� (998)� 867 0987.－

Sincerely,

John� Jay

상한� 개� 사료에�대한� 교환을�요청하려고�①�

복잡한�보상� 절차의�간소화를� 건의하려고�②�

개�사료에�대한�철저한�관리를� 지시하려고� �③�

애완견의� 정기적인� 검진�필요성을� 강조하려고�④�

개�사료로�유발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⑤�

4.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4E]� 4)

Dear� Dr.� Brown,�

I� am� the� chairman� of� the� 2017� Metropolitan� Medical� Conference� that� is� being� held� this� year� in�

Miami,� Florida,� on� July� 11.� I� am� writing� to� inquire� if� you� could� come� and� give� a� presentation� of�

your� recent� research� on� new� types� of� cancer� treatment.� A� 30-minute� presentation� of� your� work�

along� with� a� 20-minut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value� of�

this� conference.�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if� you� are� able� to� attend� so� that� we�

may� begin� making� the� necessary� arrangements.� I� encourage� you� to� contact� me� with� any�

questions� or� concerns.�

Sincerely� yours,�

Michael� Smith�

학회에서� 강연할� 수�있는지를� 문의하려고�①�

학회� 개최�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려고�②�

새로운�암�치료법에�관한� 연구를�추진하려고�③�

정기적인� 연구� 자금�후원에� 감사를� 표하려고�④�

학술� 연구� 과제를�위한�아이디어를�제안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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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5D]5)

Dear� Mrs.� Bennet,�

Thank� you� for� your� note.� You� are� right� Tyler� often� does� not� have� enough� time� to� play.� There�―�
are� a� dozen� of� children� in� my� class� who� do� not� know� how� to� zip� up� their� jackets.� By� the� time� I�

get� the� last� one� ready� for� breaktime,� it � is� almost� time� to� come� in.� Some� people� think� I� teach�

children,� but� what� I� really� do� is� dress� them!� If� you� could� work� with� Tyler� on� zipping� up� his�

jacket,� it� would� be� a� big� help.� This� may� not� sound� like� a� big� thing,� but� I’m� sure� you� know� it� is.�

Doing� things� for� themselves� is� very� important� to� five-year-olds.� I’d� appreciate� it� if� you� teach� him�

how� to� zip� up� his� jacket.�

Sincerely� yours,�

Ellen� Parker�

아이들의� 놀이� 종류�확대를� 제안하려고�①�

재킷�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위를�설명하려고�②�

아이들의� 야외활동에� 적절한�복장을� 안내하려고�③�

개인� 사물함의� 이용�규칙� 변경� 사항을� 공지하려고�④�

아이� 스스로� 재킷의�지퍼를� 잠글�수�있게�지도를�부탁하려고�⑤�

6.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5J]6)

Dear� Emily:�

Thank� you� for� your� offer� of� the� consultant� position.� I� sincerely� appreciate� the� time� you� gave� me�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The� position� is� attractive� to� me� because� it� offers� the� opportunity� to�

pursue� my� goals.� As� I� indicated� in� our� last� interview,� however,� I� was� disappointed� to� learn� that�

your� company� would� not� offer� financial� support� for�my� ongoing� efforts� to� earn� a� PhD� in� biology.�

Recently,� I� was� offered� another� position� by� a� company� whose� benefits� package� included� tuition.�

Because� I� expect� these� costs� to� be� quite� high� over� the� next� two� years,� I� have� decided� to� accept�

their� offer.� Thank� you� again� for� your� consideration.�

Sincerely,�

Naomi� Johnson�

자신에�대해� 소개하려고�①�

채용� 제의를� 거절하려고�②�

합격� 여부를� 알아보려고�③�

재정적�지원을� 요청하려고�④�

지원� 방법에� 대해� 문의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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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5E]7)

Dear� Carlson,�

I’m� happy� to� have� a� chance� to� comment� on� Nick� Smith.� The�work� he� did� for� us�was� satisfactory,�

and� we� have� not� had� any� problem� with� his� work� so� far.� Especially,� Nick� is� good� at� solving�

problems� in� an� innovative� manner.� For� example,� we� were� having� a� problem� figuring� out� how� to�

install� a� swinging� door� in� the� bedroom� there� wasn’t� enough� room� for� it,� so� Nick� designed� a�―�
very� unique� and� beautiful� sliding� door� to� replace� a� swinging� door.� In� addition,� he� always� took�

time� to� answer� our� questions� kindly.� If� you’re� thinking� over� repairing� your� bedroom,� bathroom,�

or� living� room� in� a� fancy� way,� I’m� sure� Nick�will� suit� your� demand.�

Sincerely,�

Eric� Anderson�

침실� 보수공사를� 요구하려고�①�

인테리어� 업자를� 추천하려고�②�

공사� 계약�조건을� 확인하려고�③�

인테리어� 업체� 직원을� 모집하려고�④�

화장실�리모델링� 공사를�제안하려고�⑤�

8.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부산?[6 ]8)

Dear� Parents,

As� you� know,� Sandy� Brown,� our� after-school� swimming� coach� for� six� years,� retired� from� coaching�

last� month.� So,� Virginia� Smith,� who� swam� for� Bredard� Community� College� and� has� won� several�

awards� in� national� competitions,� has� been� named� the� school’s� new� swimming� coach.� This� is� her�

first� job� as� a� coach,� and� she� is� going� to� start� working� from� next� week.� She� will� teach� her� class�

in� the� afternoons,� and� continue� with� our� summer� program.� By� promoting� the� health� benefits� of�

swimming,� she� hopes� that� more� students� will� get� healthy� through� her� instruction.

Sincerely,

Fred� Wilson

Principal,� Riverband� High� School

새로운�수영� 코치를�소개하려고①�

수영� 강좌의� 폐강을�통보하려고②�

수영� 코치의� 퇴임식을� 공지하려고③�

수영부의� 대회� 입상을� 축하하려고④�

수영의�건강상� 이점을� 홍보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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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8D]9)

Dear� Mr.�Welling,

We� have� just� bought� a� large� quantity� of� high� quality� carpets� from� one� of� the� bankrupt�

competitors.� As� you� are� one� of� our� most� regular� and� long-standing� customers,� we� would� like� to�

share� the� excellent� opportunities� which� our� purchase� provides.� We� can� offer� you� silky� carpets� in�

a� variety� of� colors� at� 20%� below� current� wholesale� prices.� This� is� an� exceptional� opportunity� for�

you� to� buy� high� quality� products� at� prices� we� cannot� repeat� again.� We� hope� you� will� take� full�

advantage� of� it.�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visit� our� store� to� see� the� stock� for� yourself� no� later�

than� Friday,� October� 13.�

Sincerely,

Robert� Campbell

카펫� 구매를� 권유하려고�①�

상품� 주문을� 취소하려고②�

카펫� 교환을� 요청하려고�③�

상품� 견적을� 의뢰하려고④�

단골� 고객에게� 감사하려고⑤�

10.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8V]10)

To� Whom� It�May� Concern,

Mr.� Rafael� Dawson�worked� for� my� company� from� February� 2015� to� May� 2017� as� assistant� to� the�

inventory� control� director.� I� found� Mr.� Dawson’s� work� to� be� entirely� satisfactory� and� he� has�

proven� to� be� an� intelligent,� personable,� hard-working,� and� reliable� employee.� I� am� sure� that� Mr.�

Dawson� will� be� an� asset� to� your� company� and� I,� as� his� former� boss,� highly� recommend� him� for�

the� position� of� inventory� control� supervisor.� I� know� we� would� certainly� rehire� him� without�

hesitation� if� possible.�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personally.

Sincerely,

재고 품Mike� Gordon� � *� inventory:� ( )

새로� 입사한� 직원을�소개하려고①�

실적이�우수한� 직원을� 칭찬하려고②�

부당한�조치에� 대해�취소를� 요청하려고③�

전직� 부하�직원을� 다른�회사에� 추천하려고④�

동료� 직원의� 퇴임식에� 참석할� 것을�부탁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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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8J]11)

Dear� Ms.� Gibson:�

I� had� the� pleasure� of� hearing� you� play� at� a� wedding� I� attended� last� winter.� I� am� getting� married�

this� fall� and� hope� that� my� fiance� and� I� can� engage� your� services� for� our� wedding.� We� are�

getting� married� on� Saturday,� September� 9.� The� ceremony� and� reception� will� be� on� the� grounds�

of� the� Birdtown� Art� Museum.� We� would� like� to� have� you� play� for� about� an� hour� as� guests�

arrive,� and� then� again� after� the� ceremony� for� about� two� hours� while� we� have� dinner.� Please� let�

me� know� if� you� are� available.� If� you� are,� my� fiance� and� I� will� arrange� to� meet� with� you� to�

discuss� your� fee� and� the� selection� of� music.

Sincerely,

Morgan� Diamond

결혼식�음악� 선정에�대해� 감사하려고①�

결혼식�프로그램의� 수정을� 부탁하려고②�

결혼식�전후의� 음악�연주를� 요청하려고③�

결혼식�피로연� 장소에� 대해� 문의하려고④�

결혼식�초대장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고⑤�

12.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8E]12)

Dear� Mr.� Gray,�

After�many� years� of� positive� experiences� using� your� hotel� chain,� I� recently� faced� a� problem� which�

I� never� thought� would� have� happened� at� one� of� your� hotels.� Last� week� when� I� confirmed� my�

stay� at� your� hotel,� a� member� of� your� front� desk� staff,� Ms.� Daisy,� apparently� made� a� mistake� in�

our� booking.� She� reserved� just� one� single� room� for� our� group� of� four,� though� we� were� in� need�

of� two� double� rooms.� This� error� caused� a� major� inconvenience� for� us,� as� we� only� found� out�

about� it� at� the� last�moment� and� the� four� of� us� had� no� choice� but� to� share� the� same� room.� Due�

to� Ms.� Daisy’s� carelessness,� our� vacation� was� ruined.� I� am� confident� that� you� will� understand� my�

disappointment,� and�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provide� me� with� appropriate�

compensation.�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response� in� this� matter.�

Sincerely,�

Matt� Dawson�

호텔� 예약�시스템을�바꿀� 필요성을� 강조하려고�①�

호텔�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이� 필요함을� 설득하려고�②�

호텔� 투숙�인원이� 변경되었음을� 호텔�측에� 알리려고�③�

호텔� 예약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보상을� 요구하려고�④�

호텔이�높은� 수준의�서비스를� 제공한�것에� 대해� 감사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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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인천?[9 ]13)

� To� whom� it� may� concern:

� �My� wife� and� I� have� lived� in� Smalltown� for� more� than� 60� years� and� have� enjoyed� Freer� Park� for�

all� that� time.� When� we� were� young� and� didn’t� have� the� money� to� go� anywhere� else,� we� would�

walk� there� almost� every� day.� Now� we� are� seniors,� and� my� wife� must� use� a� wheelchair� for�

extended� walks.� We� find� that� the� beautiful� walking� paths� through� the� park� are� all� but�

impassable� to� her.� The� paths� are� cracked� and� littered� with� rocks� and� debris� that� make� it�

impossible� to� roll� her� chair� from� place� to� place.� We� hope� you� will� devote� resources� to� restoring�

the� walking� paths� in� Freer� Park� for� all� visitors.

Sincerely,

Craig� Thomas

파편 쓰레기debris:� ,�＊

공원� 산책로� 복구를�요청하려고①�

노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건의하려고②�

휠체어�대여�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려고③�

청소년�야외� 활동� 시설에� 대해� 문의하려고④�

공원� 내� 주차� 공간�부족에� 대해�항의하려고⑤�

14.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10D]14)

Dear� Mr.� Patel,

In� your� particular� work,� you� are� an� expert.� So� you� know� the� value� of� consulting� with� other�

experts� in� order� to� benefit� from� their� knowledge� and� suggestions.� Suppose� that� you� had� a� group�

of� experts� in� the� field� of� business� with� whom� you� could� consult� at� any� time.� Then� suppose� that�

this� remarkable� group� sent� you,� every� week,� a� clear� report� for� your� personal� use� and� application.�

You� would� gladly� pay� twenty-four� dollars� a� year� for� their� services,� wouldn’t� you?� You� get� all� this�
in� World� Survey,� a� new� magazine� for� business� people.� You� cannot� afford� to� be� without� it.� If� you�

subscribe� now,� you� can� get� a� forty� percent� discount.� This� offer� is� good� for� a� limited� time� only.�

Visit� our�website� and� sign� up� today!

Yours,

Kelvin� Adams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①�

잡지� 구독�기간�연장을�요청하려고②�

전문� 사업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려고③�

사업에�관한� 자문� 제공을� 요구하려고④�

사업가들을�위한� 잡지� 구독을� 권유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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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10V]15)

Dear� Mr.� Grey:

My� friend� Brooke� knows� everyone� in� town.� This� creates� a� huge� distraction� when� we� dine� in� a�

restaurant� because� she� is� constantly� looking� around� to� see� who� else� she� knows.� When� she� spots�

someone,� she� leaves� me� sitting� at� the� table� to� go� and� say� hello� to� the� person.� If� this� happened�

once,� it� would� be� acceptable.� But� it� occurs� continually� throughout� the� meal� and� interrupts� our�

conversation.� I� have� reached� the� point� of� no� longer� wanting� to� dine� with� her� although� she� is� a�

good� friend.� How� would� you� recommend� resolving� this?

Sincerely,

Josh�Miller

어릴� 적� 식사� 예절�교육의� 필요성을�강조하려고①�

가급적�자주� 친구와�함께� 식사할�것을� 권하려고②�

식당� 종업원의� 불친절한�태도에� 대해�항의하려고③�

식사를�하면서� 대화하는�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④�

식사� 분위기를� 망치는� 친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⑤�

16.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10E]16)

Dear� Miss� Forrester,

I� am� the� head� director� of� the� Green� Society.� Our� group� will� be� holding� a� seminar� at� the� Moat�

Hotel,� Swansea� from� 4� to� 6� October.� The� theme� will� be� “Changes� in� the� Role�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approximately� 100� leaders� of� civic�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take� part� in� the� seminar.� We� would� be� delighted� if,� once� again,� you� would� accept� our�

invitation� to� speak� on� the� theme� on� 5� October� for� two� hours.� A� copy� of� the� detailed� draft� for�

the� seminar� is� enclosed,� and� you� will� of� course� be� welcome� to� attend� other� sessions� of� the�

seminar.�We� look� forward� to� hearing� that� you� can� accept� our� invitation.� At� the� same� time� please�

let� us� know� if� you�will� need� any� visual� aids� or� other� equipment.

Yours� sincerely,

Catherine� Moore

세미나에서�강연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①�

세미나의� 개최� 일정�변경을� 통지하려고②�

시민� 환경�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려고③�

강연에�필요한� 시청각� 자료� 목록을� 알려주려고④�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적절한�호텔을� 섭외하려고⑤�



- 9 -

17. 다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 경기도?[11 ]17)

Dear� Guests,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Since� our� hotel� was� opened� in� 1976,�we� have� been� committed� to�

protecting� our� planet� by� reducing� our� energy� consumption� and� waste.� In� an� effort� to� save� the�

planet,� we� have� adopted� a� new� policy� and� we� need� your� help.� If� you� hang� the� Eco-card� at� the�

door,� we� will� not� change� your� sheets,� pillow� cases,� and� pajamas.� In� addition,� we� will� leave� the�

cups� untouched� unless� they� need� to� be� cleaned.� In� return� for� your� cooperation,� we� will� make� a�

contribution� on� your� behalf� to� the�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on� our� eco-friendly� policy.

Sincerely,

Steven� Smith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법을� 소개하려고①�

호텔의�친환경� 정책에� 대한� 고객의� 협조를� 당부하려고②�

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참여를� 권장하려고③�

호텔의�내부� 공사로�인한� 영업� 중단을� 공지하려고④�

호텔과�연계된� 숲� 체험�여행�상품을�홍보하려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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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및�해설[ ]

1) 

해석[ ]
친애하는 씨께Coling ,
제 이름은 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Susan Harris Lockwood . 

지역의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월 일에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특별 발표Lockwood . 4 16
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 
의견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저명인사 중 한 분으로서 귀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 . 
귀하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드림Susan Harris 
어휘[ ]

을 대신하여on behalf of ~
일ㆍ연구 등에 종사하다work on ( ) 

청년youth 
실업unemployment 

참석하다attend 
발표회presentation 

강당auditorium 
제안하다propose 

다양한a variety of 
만들다 개발하다develop , 

기회opportunity 
지역 사회community 

저명 인사figure ( )
에게 영예를 주다honor ~

을 기대하다look forward to ~
정답[ ] ①

2) 

해석[ ]
씨께 Rosenquist 

귀하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고 저는 남아메리카에서 환경 활동의 . Andrew Jackson , 
발전을 조사하는 정치학과 학생입니다 저의 교수님인 박사님께서 귀하가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 . Kim 
중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제 연구를 위해서 귀하와 연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환경 문제, . 
에 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과 환경에 관한 귀하의 지식은 제가 연구를 끝내는 데 확실히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귀하를 인터뷰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한 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을 . . . 
기다리겠습니다. 

올림 Andrew Jackson 
어휘[ ]

정치학 . political science 
발전 진전. evolution [ ] 
영향력 있는 . influential 

전문가 . expert 
지역 . region 

해설[ ] 
남아메리카의 환경 활동의 발전을 조사하고 있는 정치학과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씨에게 인터뷰에 Rosenquist 
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정답[ ] ① 

3) 

해석[ ]
의 관리자님께Pe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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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나는 귀하의 상점에서 내 애완동물에게 줄 개 사료 를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그 개 사료를 열었을 때 Pew . 
벌어진 일에 내가 놀랐습니다 그 개 사료는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나는 그것을 내 애완동물에게 . . 
먹였고 내 애완동물은 몹시 아파하며 몇 시간 동안 구토를 했습니다 나는 내 애완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을 , . 
수 없었습니다 몇 천 달러를 쓰고 난 후에 나는 내 애완동물의 병이 내가 모르고 먹였던 상한 개 사료 때문이었음을 .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불행한 사고와 관련된 나의 재정적 부담을 귀하가 보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998) 867 0987 .－

올림John Jay 
어휘[ ]

구입하다 purchase: ∙
상한 썩은rotten: , ∙

구토하다 vomit: ∙
수의사 vet: ∙

때문에due to: ~ ∙

보상하다make up for: ∙
재정적인 financial: ∙

부담 짐burden: , ∙

불행한  unfortunate: ∙
사고incident: ∙

의 주체는 Not realizing that, I fed it to my pet, and she became violently ill, vomiting for hours.: Not realizing▶ 
이므로 은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의 주체는 이므로 은 I Not realizing ‘Because I didn’t realize’ . vomiting she vomiting

로 바꾸어 쓸 수 있다‘and she vomited’ .
해설[ ] 
는 에서 구입한 개 사료가 상한 것을 모르고 애완견에게 먹였다가 애완견의 치료에 많은 돈을 썼고 그에 ‘I’ Pet World , 

대해 가게를 상대로 자신의 금전적 부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 ] ⑤

4) 

해석[ ]
박사님께Brown , 

저는 올해 월 일에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의료 학회의 의장입니다 저는 박사님이 7 11 2017 Metropolitan . 
오셔서 새로운 암 치료법의 유형에 관한 최근 연구를 강연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사님. 
의 연구에 관한 분간의 강연과 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은 이번 학회의 가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만일 참석하30 20 . 
실 수 있다면 저희가 꼭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문이나 우려. 
라도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드림 Michael Smith 
어휘[ ]

학회 회의 .conference , ：
개최되다 열리다 .be held , ：

준비하다 .make arrangements：

해설[ ] 
글쓴이는 박사에게 학회에서 최근 연구에 관해 강연해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이 가장 Brown , ①
적절하다. 
정답[ ] ①

5) 

해석[ ]
부인께 Bennet 

귀하의 편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맞습니다 는 충분히 놀 시간을 자주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맡은 학급. .Tyler . 
에는 재킷의 지퍼를 잠그는 법을 알지 못하는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해 마지막 아이를 준비시킬 때12 . 
가 되면 거의 들어 올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실제로 하는 것은 그들. , 
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와 함께 재킷의 지퍼를 잠그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 Tyler . 
대단한 일인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대단 중요 하다는 것을 귀하가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 .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다섯 살짜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가 그 아이에게 재킷의 지퍼를 잠그는 법을 가르( ) . 
쳐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드림 Elle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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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
지퍼를 잠그다 . zip up 
휴식 시간 . breaktime 

해설[ ] 
아이가 스스로 재킷의 지퍼를 잠그는 법을 엄마가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 가장 적절⑤

하다. 
정답[ ] ⑤ 

6) 

해석[ ]
님께Emily : 

컨설턴트 자리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 과정 동안에 저를 위해 내주신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그 자리는 저의 목표들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인. . , 
터뷰를 할 때 알려드렸듯이 저의 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저의 계속되는 노력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귀하의 ,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수업료가 복리 후생 혜택에 포함되는 . , 
회사로부터 다른 자리 제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년 동안 이 비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 2 , 
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드림 Naomi Johnson 
어휘[ ]

제의 하다 제안 하다offer: ( ), ( ) ＊
컨설턴트 상담가 consultant: , ＊

일 자리 position: ( )＊

감사하다 appreciate: ＊
추구하다 pursue: ＊

수업 수업료 tuition: , ＊
계속되는 ongoing: ＊

해설[ ] 
채용을 제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더 좋은 채용 조건을 제시한 다른 회사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가 가장 적절하다, . ②

정답[ ] ②

7) 

해석[ ]
씨에게 Carlson 

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은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그의 일Nick Smith . , 
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특히 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우. , Nick . , 
리는 침실에 회전문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 

은 회전문을 대신할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닫이문을 고안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항상 시간을 내어 우리의 질Nick . , 
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침실이나 화장실 또는 거실을 멋진 방식으로 수리하기를 고려 중이시. , 
라면 이 귀하의 요구에 적합하리라 확신합니다, Nick . 

올림 Eric Anderson 
어휘[ ]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혁신적인 .innovative：

설치하다 .install：
반 회전문 .swinging door ( )：

미닫이문 .sliding door：
해설[ ] 
침실의 미닫이문 설치를 만족스럽게 해준 라는 인테리어 업자를 추천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 가Nick Smith , ②
장 적절하다. 
정답[ ] ②

8)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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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아시는 바와 같이 년간 방과후 학교 수영코치였던 이 지난달 코치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 6 Sandy Brown . 

에서 수영 선수생활을 하며 전국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가 우리 학교의 Bredard Community College Virginia Smith
새 수영 코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이 코치로서의 첫 시작이고 다음 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오후에 수업을 할 . , . 
예정이며 여름 프로그램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수영의 건강상 이점을 증진시킴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 . 
통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Fred Wilson

교장Riverband High School 
어휘[ ]

증진시키다 promote 
수업 교육instruction , 

해설[ ] 
교장이 학교의 새 수영 코치인  를 소개하는 글이다Fred Wilson Virginia Smith . 

정답[ ] ①

9) 

해석[ ]
씨에게Welling 

저희는 파산한 경쟁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방금 고품질의 카펫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귀하가 가장 단골이고 오래된 . 
고객들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구매가 제공하는 멋진 기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도매가격, . 
보다 퍼센트 인하된 가격으로 다양한 색상의 비단 카펫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시는 반복할 20 . 
수 없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이 기회를 최대로 이용하기를 바랍. 
니다 만약 귀하가 관심이 있다면 직접 제품을 볼 수 있도록 늦어도 월 일 금요일까지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십. 10 13
시오.

드림Robert Campbell 
어휘[ ]

파산한bankrupt ✎
경쟁자competitor ✎

단골의regular ✎
오래된long-standing ✎

도매가격wholesale price ✎
특별한 예외적인exceptional , ✎

을 이용하다take advantage of ~✎
사들인 물건 재고stock , ✎

늦어도 까지no later than ~✎
해설[ ] 

도매가격보다 퍼센트 인하된 가격으로 고품질의 카펫을 팔고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하라고 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20 , 
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정답[ ] ①

10) 

해석[ ]
관계자 여러분께

씨는 재고 관리 책임자의 보조로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저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Rafael Dawson 2015 2 2017 5 . 
씨의 일을 전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했고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근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것Dawson , 

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씨가 귀사에 자산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의 전 상사로서 그를 재고 . Dawson , 
관리 감독관으로 높이 평가하며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분명히 그를 지체 없이 다시 채용할 것임을 저는 알고 .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

드림Mike Gordon 
어휘[ ]

관계자 여러분께 To whom it may concern: ∙ 

매력적인 personable: ∙ 

근면한 hard-working: ∙ 
믿을 수 있는reli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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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글쓴이는 의 이전 경력과 장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수신자의 회사에 자산이 될 사람임을 확신하고 Rafael Dawson , 
그를 재고 관리 감독관으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 .④

정답[ ] ④

11) 

해석[ ]
씨에게Gibson ,

저는 지난 겨울 참석했던 결혼식에서 귀하가 연주하는 
것을 듣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저는 올 가을에 결혼할 것이며 제 약혼녀와 저는 저희 결혼식을 위해 귀하의 봉사 연. (
주 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월 일 토요일에 결혼할 것입니다 예식과 피로연은 ) . 9 9 . Birdtown Art Museum
의 뜰에서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하객이 도착하는 약 한 시간 동안 그 다음 다시 예식 후에 저희가 저녁을 . , 
먹는 동안 약 두 시간 동안 연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귀하가 가능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제 약혼. . , 
녀와 저는 요금과 음악 선정을 위해 귀하와 만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드림Morgan Diamond 
어휘[ ]

참석하다  attend: ＊
약혼녀  fiance: ＊

이용하다  engage: ＊

예식 의식  ceremony: , ＊
피로연  reception: ＊

뜰 구내 땅  ground: , , ＊

이용 가능한  available: ＊
준비하다 마련하다  arrange: , ＊

요금  fee: ＊

선정 selection: ＊

해설[ ] 
결혼을 하게 될 남자가 결혼식 전후를 위해 씨에게 연주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Gibson , 
로는 이 가장 적절하다.③

정답[ ] ③

12) 

해석[ ]
씨에게Gray 

귀하의 호텔 체인을 여러 해 동안 이용하며 겪은 긍정적 경험 후 저는 최근에 귀하의 호텔 중 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 
라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직면하였습니다 지난 주 귀하의 호텔에서 저의 투숙에 대해 확인을 했을 때 안내데. , 
스크 직원인 씨가 저희 예약에 명백한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더블 룸을 필요로 했지만 그녀는 저희 Daisy . , 
일행 네 명에게 단 하나의 싱글 룸을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저희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저희는 단. , 
지 그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어서 저희 네 명이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Daisy 
씨의 부주의함 때문에 저희의 휴가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귀하가 제 실망스러움을 이해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 
귀하가 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신속한 응답을 기대합니. 
다. 

드림Matt Dawson 
어휘[ ]

불편 .inconvenience：
부주의 경솔 .carelessness , ：

보상 .compensation：

신속한 즉각적인.prompt , ：

해설[ ] 
호텔 직원의 예약 처리 실수로 네 명이 방을 함께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 ④

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 ④

13)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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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게:
아내와 저는 년 이상 에서 살았고 항상 를 즐겨왔습니다 저희가 젊고 다른 어느 곳으로 갈 60 Smalltown , Freer Park . 
돈이 없었을 때 저희는 거의 매일 그 곳을 걷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노인이고 제 아내는 장시간 산책하기 위해서, . , 
는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제 아내가 공원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지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 
알게 되었습니다 산책로는 금이 가 있고 그녀의 휠체어를 여기저기에서 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돌멩이들과 파. , 
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에 있는 산책로를 복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 줄 것을 . Freer Park
희망합니다.
진심을 담아,

드림Craig Thomas 
어휘[ ]

지나갈 수 없는  impassable 
흩트려놓다litter 

정답[ ] ①

14) 

해석[ ]
친애하는 씨께Patel ,
귀하의 특별한 일에서 귀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지식과 제안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 
그들과 상담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귀하가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의 전문가 집단을 가지. 
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뛰어난 집단이 귀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고 응용하시도록 확실한 보고. 
서를 귀하께 매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서비스를 위해 귀하는 년에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실 겁니다. 1 24 , 
그렇지 않나요 귀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새로운 잡지인 에서 이 모든 것을 얻으실 겁니다 귀하는 그것? ‘World Survey’ . 
이 없이 지내실 수 없습니다 귀하가 지금 구독하신다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한정된 기간에만 . , 40% .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십시오. !

드림Kelvin Adams 
어휘[ ]

전문가expert ✎
에서 이득을 얻다benefit from ~✎

상담하다consult ✎
뛰어난 비범한remarkable , ✎
응용 적용application , ✎

신청하다 등록하다sign up , ✎
해설[ ] 

이하에서 사업가들을 위한 잡지 구독을 권You get all this in World Survey, a new magazine for business people. 
유하는 글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정답[ ] ⑤

15) 

해석[ ]
친애하는 씨Grey 
제 친구 은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알고 지냅니다 이는 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를 살Brooke . Brooke
피기 위해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큰 방해가 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저를 내버려둔 채 그 사람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다면 그건 용납이 될 . 
겁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그녀가 좋은 친구이기는 하지만 저는 . . , 
그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더는 원치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어. 
요?

드림Josh Miller 
어휘[ ]

주의 산만 distraction: ∙ 
받아들일 만한acceptable: ∙ 

해설[ ] 
식당에서 식사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친구가 식사에 방해가 되어 조언을 
구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다, .⑤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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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석[ ]
씨에게Forrester 

저는 의 이사장입니다 저희 단체는 월 일에서 일까지 에 있는 호텔에서 세미나를 Green Society . 10 4 6 Swansea Moat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환경 단체 역할의 변화가 될 것이고 대략 명의 시민 환경 단체 지도자들이 세미나에 . ‘ ’ , 100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께서 저희의 초대를 수락하셔서 월 일 시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 10 5 2
강연을 해주시면 저희는 기쁠 것입니다 세미나에 관한 세부적인 초안 복사본이 동봉되어 있고 선생님께서 세미나의 . , 
다른 세션에 참석하시는 것 또한 물론 환영받으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의 초대를 수락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듣. 
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께서 시청각 자료 또는 다른 장비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

드림Catherine Moore 
어휘[ ]

이사장 head director∙ ：

대략 approximately∙ ：

시민 환경 단체 civic environmental organization∙ ：
초안 draft∙ ：

동봉된 enclosed∙ ：

시청각 자료visual aid∙ ：

해설[ ] 
자신들이 개최하는 환경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이 가장 적절, ①

하다.
정답[ ] ①

17) 

해석[ ]
친애하는 고객분들께
우리 호텔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년에 호텔을 개업한 이래로 우리는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줄임으로써 우. 1976
리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헌신해 왔습니다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고 여러분의 도. , , 
움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에 카드를 걸어두시면 우리는 여러분의 침대 시트와 베갯잇 그리고 잠옷을 . Eco ,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컵이 씻길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컵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대한 보. , , . 
답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에 기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 .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드림Steven Smith 
어휘[ ]

에 헌신하다be committed to ~
협조 cooperation 

기부하다make a contribution 
정답[ ]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