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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 was more than happy to receive your letter this 

week requesting a letter of reference for a Future 
추 천 서

Leaders scholarship.

As your science teacher, I can certainly speak to 

your academic abilities: Your grades in my class 

have always been As. 

I don't feel, though, that I'm in the best posi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your leadership skills. 

This semester is the first semester I've had you in 

class. Of course, teachers talk among themselves, 

and you are spoken of as a leader among your 

peers. 

But I would encourage you to request a reference 
권 하 다

letter from those teachers with whom you've had 

the most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ose skills. 
입 증 하 다

I'm sure many teachers would be both willing and 

better suited to provide letters for you. Good luck to 
적 합 한

you with your scholarship.

추천서 부탁의 거절

나는 이번 주에‘미래의 지도자’ 장학금 추천서를 부

탁하는 학생의 편지를 받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학생의 과학 교사로서 나는 분명히 학생의 학업 능

력을 입증할 수 있어요. 내 수업에서 학생은 늘 A를 

받아 왔지요. 

하지만 나는 학생의 리더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 학기가 내가 학생을 내 수업에서 처음 가르친 

학기예요. 물론 선생님들은 그 분들끼리 (학생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고, 학생은 동료 학생

들 중에서 리더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학생이 그러한 리더십을 입증할 기회

가 가장 많았던 그런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부탁드

리라고 권하고 싶군요. 

틀림없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학생에게 추천

서를 써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데 더 적합

하실 거예요. 장학금 신청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요.

 ④ 추천서 부탁을 거절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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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ickinson Public Library has a new computer sign-in 
로 그 인

system for patrons called the Cassie Computer 
도서관의 이용자

System. 

To use the public computers, patrons use their library 
도서관 이용자들

card number to sign up for a computer. 
시청하다

The new system not only allows users faster access 

to the computers but also helps protect their privacy 

by assigning them a random number when there is a 
부 여 하 다 무 작 위

waiting list. 
대 기 자 명 단

The new system also helps keep track of printing 

so that  patrons know how many pages they are 
~하기 위해서

printing before they officially print their documents. 
공 식 적 으 로

Patrons have adjusted to the new system and 
적 응 했 다

commented that it is easy to use, helps by 

monitoring their time, and allows them to choose 

which computer they want. 
의 문 형 용 사

도서관에 새로 도입된 Cassie 컴퓨터체계

Dickinson 공공도서관에는‘ Cassie 컴퓨터체

계’라고불리는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컴퓨

터 로그인 체계가 있습니다. 

공공 컴퓨터를사용하려면, 도서관이용자들은도서

관 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신청합니다. 

새로운 (컴퓨터) 체계는 사용자들이 컴 퓨터에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대기자 

명단이 있을때 무작위 번호를 부여하여그들의사생

활을보호하는데도움 을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컴퓨터) 체계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공식 적

으로 문서를 출력하기 전에자신들이 얼마나 많은페

이지를 출력 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출력에 대해 계

속 알고 있는 데 도움을 주기 도합니다. 

도서관이용자들은새로운(컴퓨터) 체계에적응했고, 

그 것이 사용하기 쉽고, (사용) 시간을 모니터하여 

도움을 주며, 어느 컴퓨터를원하는지를선택할수있

게해준다는의견을말했습니다.

 ① 휴양지를 광고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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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 Parker,

I am writing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extra 
알려드리다

effort extended by Mark Richards, who works in the 
베 풀 어 진

electronics department of your store. 

My husband and I recently purchased a 24-inch 

Pentatronic television set which had to be replaced. 

We are senior citizens, and could not easily get the 

TV back to the store. 

We conveyed that information to Value-Mart, and 
전 달 했 다

Mr. Richards called us within a day. 

Not only did he  personally come to our house to 

pick up the TV, but he brought a replacement 
수거하다 교 체 모 델

model  and set it up for us. 

We have always appreciated Value-Mart for its 

prices. Now we can  also praise your customer 

service.

Sincerely, 

Laura Ashley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칭찬

Mr. Parker 귀하

저는 귀하의 가게의 전자제품 부서에서 일하는 

Mark Richards 가 베푼 특별한 노력을 귀하께 알

려드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 니다. 

제 남편과 저는 최근에 24 인치 Pentatronic 텔레

비전을 구 입했는데 교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령자들이라 쉽게 TV 를다시가게로가져갈

수없었습니다. 

우리는그런사실을 Value- Mart 에 전달했고, 

Richards 씨가 하루도 안 돼 우리에게 전화를 했

습니다. 

그 사람은 TV 를 수거하러 직접 우리 집에 왔을 뿐

만 아 니라, 교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 

설치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상품 가격에 대해 항상 Value-Mart 에 감

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사

의 고객 서비스 또한 칭찬할 수있습니다. Laura 

Ashley 드림

 ④ 코요테 보호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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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s. Gonzales:

Last week when I visited your antique jewelry shop in 

San Diego, I bought what I believed was a cigarette 

case from the 1930s. At least that was how it was 

described on the sales label. 

When I mentioned to you that I was excited to give 

the case to my boyfriend because he collects 

cigarette cases, you confirmed that it was indeed a 

period piece. 

However, when I returned to Atlanta and gave him 

the case, he said it was beautiful but on closer 

examination said it was made in the late 1960s. 

You can imagine how disappointed I was and still 

am. Perhaps it was an error on your part. 

Nevertheless, I am returning the case via overnight 

delivery and expect a refund as soon as possible.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incerely,

Kathy Williams

골동품구매

Ms. Gonzales 귀하

저번주 내가 San Diego에있는댁의 골동품장신구

가게를방문했을 때 1930년대의 담배 케이스라고 

내가 믿었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적어도 세일 라

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댁한테 남자친구가 담배 케이스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줄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을 

때 댁은 그것이 확실히 시대물이라고 확인해주었습

니다. 

그러나 내가 Atlanta로 돌아와 그에게 케이스를 주

었을 때 그는 그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더 자세히 

검사해 보니 1960년대 말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댁은 내가 얼마나 실망했고 지금도 그러한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쪽의 실수였

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케이스를 익일배송으로 돌려보내

며 되도록 빨리환불을 기대합니다.

Kathy Williams 올림

 ④  구매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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