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코드 접속하기

1 [2017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o whom it may concern:
관 계 자 에 게

관계자에게,

My wife and I have lived in Smalltown for more than 60 

years / and have enjoyed Freer Park for all that time. 

아내와 저는 60년 이상 Smalltown에서 살았고 / 항상 Freer Park를 즐

겨 왔습니다.

When we were young and didn’t have the money to go 

anywhere else, / we would walk there almost every day. 

저희가 젊고 다른 어느 곳으로 갈 돈이 없었을 때, / 저희는 거의 매일 그

곳을 걷곤 했습니다. 

Now we are seniors, / and my wife must use a 
현재 시점 노 인

wheelchair for extended walks. 
장 시 간 의 산책을 위해

이제 저희는 노인이고, / 제 아내는 장시간 산책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We find / that the beautiful walking paths through the 

park are all but impassable to her.
= almost 지 나 갈 수 없 는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 공원의 아름다운 산책로가 제 아내에게는 거의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을. 

산책로의 복구 요청

관계자에게,

아내와 저는 60년 이상 Smalltown에서 살

았고, 항상 Freer Park를 즐겨 왔습니다. 저

희가 젊고 다른 어느 곳으로 갈 돈이 없었을 

때, 저희는 거의 매일 그곳을 걷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노인이고, 제 아내는 장시간 산

책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합니

다. 저희는 제 아내가 공원의 아름다운 산책

로를 거의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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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ing walks. 

We find that the beautiful walking paths 

through the park is all but passable to 

her.

 ① 공원 산책로 복구를 요청하려고1

 extended / are / impassable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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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hs are cracked and littered with rocks and debris 

금 이 가 있 고 산 재 해 있 다 파 편 들

/ that make it impossible to roll  her chair from place 
굴러가게 하다

to place. 

산책로는 금이 가 있고, 돌멩이들과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 여기저기

에 그녀의 휠체어를 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We hope / you will devote resources to restoring the 
복 구 하 다

walking paths in Freer Park for all visitors.

저희는 희망합니다 /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Freer Park에 있는 산책로를 

복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 줄 것을.

Sincerely, Craig Thomas

진심을 담아,

Craig Thomas 드림

산책로는 금이 가 있고, 여기저기에 그녀의 

휠체어를 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돌멩

이들과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는 모

든 방문객들을 위해 Freer Park에 있는 산책

로를 복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 줄 것을 희

망합니다.

진심을 담아,

Craig Thomas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The paths are cracked and littering 

with rocks and debris 

that__________________________. 

We hope you will devote resources to 

restore the walking paths in Freer Park 

for all visitors.

Sincerely,

Craig Thomas 

 littered / make it impossible to roll her chair from place to place / restoring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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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s. Spadler, 

You've written to our company complaining / that your 
불 평 하 면 서

toaster, / which you bought only three weeks earlier, / 

doesn't work. 
작 동 하 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불평하면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 귀하의 토스터가, / 

불과 3주 전에 구입한, / 작동하지 않는다고

You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or a refund. 
요 구 하 다 환 불

귀하는 새 토스터나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Since the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 our company is 
~ 때 문 에 품 질 보 증 서

happy to replace your faulty toaster with a new toaster. 
교 환 하 다

그 토스터는 1년의 품질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저희 회사는 귀하의 

고장 난 토스터를 새 토스터로 기꺼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be happy to replace= be willing to replace

To get  your new toaster, /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받기 위해서 가져가라 영 수 증

the faulty  toaster / to the dealer from whom you 
고장 난 broken 토 스 터 기 판 매 인

bought it. 

새 토스터를 받으시려면, / 귀하의 영수증과 고장 난 토스터를 가져가시기

만 하면 됩니다 / 구매했던 판매인에게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 /on the spot. 
판 매 인 그 자리에서

그 판매인이 바로 새 토스터를 드릴 것입니다 / 그 자리에서

on the spot = immediately, at once고장 난 제품의 교환 방법 안내 

Spadler 씨께, 

귀하는 불과 3주 전에 구입한 토스터가 작동

하지 않는다고 저희 회사에 불평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귀하는 새 토스터나 환불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 토스터는 1년의 품질 보증 기

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귀하의 고장 

난 토스터를 새 토스터로 기꺼이 교환해 드리

겠습니다. 새 토스터를 받으시려면, 귀하의 

영수증과 고장 난 토스터를 구매했던 판매인

에게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You've written to our company 

complain that your toaster, what you 

bought only three weeks earlier, 

doesn't work. You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or a refund. Since the 

toaster has a year's ______ , our 

company is w___ to replace your b___ 

toaster with a new toaster. To get your 

new toaster,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the faulty toaster to the dealer 

____ whom you bought it.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환[교체]하다

•faulty ⓐ 고장 난, 결함이 있는

•receipt ⓝ 영수증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④ 고장 난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1

 complaining / which / warranty / willing / broken / fr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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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 than the satisfaction of 

만 족

our customers.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고객의 만족보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 No (other) + 단수명사 ~ as[so] + 원급 + as 

= No (other) +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Nothing is as important to us as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is the most important to us.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any other thing.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all the other things.

If there is anything else / we can do for you, /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주 저 하 다

만약 그 밖의 어떤 일이 있다면 / 저희가 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 주저하

지 말고 요청하십시오.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 please feel free to ask.

Yours sincerely,

 Betty Swan 

진심을 담아,

Betty Swan 드림

그 판매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새 토스터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에게 고객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

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밖의 어떤 일이 있다

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십시오.

진심을 담아,

Betty Swan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If there 

is something else we can do for you, 

please f_________ to ask.

•satisfaction ⓝ 만족

•customer ⓝ 고객

•hesitate ⓥ 주저하다

 on the spot /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 anything / feel fr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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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Eastwood 도서관 회원들께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 to remodel  the 
모 았 다 리모델링할 수 이쓴ㄴ

library building. 

Friends of Literature 모임 덕분에, / 우리는 충분한 돈을 성공적으로 모

았습니다 /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 has volunteered to help 
자 원 해 서 ~ 했 따

us with the remodelling / but he needs assistance. 
도 움

우리 지역의 건축업자인 John Baker 씨가, / 우리의 리모델링을 돕기로 

자원했지만 /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help A to do = help A with B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 brush and donating 
쥐 다 기 부 함 으 로 써

your time, /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망치나 페인트 붓을 쥐고 여러분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 여러분은 공사

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모집

Eastwood 도서관 회원들께

Friends of Literature 모임 덕분에, 우리는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충분한 돈

을 성공적으로 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축

업자인 John Baker 씨가 우리의 리모델링

을 돕기로 자원했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

다. 망치나 페인트 붓을 쥐고 시간을 기부함

으로써, 여러분은 공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helping us with the 

remodelling but he needs assistance. 

By grab a hammer or a paint brush and 

donate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④ 도서관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1

 to help / grabbing / donating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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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 and become a 

part /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Baker 씨의 자원봉사 팀에 동참하여 /  참여하십시오 / Eastwood 도서

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Please call 541-567-1234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541-567-1234로 전화해 주십시오.

Sincerely,

Mark Anderson

Mark Anderson 드림

Sincerely

Yours sincerely

Sincerely yours 

Regards

Best Regards

Best Wishes 

 Baker 씨의 자원봉사 팀에 동참하여 

Eastwood 도서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

는 데 참여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

면 541-567-1234로 전화해 주십시오.

Mark Anderson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and become a part of make Eastwood 

Library abetter place! Please call 

541-567-1234 for more information.

Sincerely,

Mark Anderson  

 making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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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2016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o Whom It May Concern: 

My wife and I are residents of the Lakeview Senior 
주 민

Apartment Complex. 
단 지

내 아내와 나는 Lakeview Senior Apartment Complex의 주민입니다.

We have been asked by some of the residents here to 

see  if we can help improve their ability to get around 
알아봐 달라는 돌 아 다 니 다

town independently. 
혼 자 힘 으 로

우리는 여기의 몇몇 주민들로부터 혼자 힘으로 마을을 다닐 수 있는 능력

을 향상시키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다.

The closest bus stop is half a mile below the apartment 

complex, down a steep hill. 
단 지 따 라 서 가 파 른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가파른 언덕을 따라 0.5마

일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Very few of the residents here feel comfortable walking 
분 사

all the way to (and especially from) the bus stop. 
오고 가 고

여기의 주민들 중 정류장까지 걸어 내려가는 데 (그리고 특히 정류장으로

부터 걸어 올라오는 데)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자께 

내 아내와 나는 Lakeview Senior 

Apartment Complex의 주민입니다. 우리

는 여기의 몇몇 주민들로부터 혼자 힘으로 마

을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우리

가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

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아파

트 단지로부터 가파른 언덕을 따라 0.5마일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여기의 주민들 중 정

류장까지 걸어 내려가는 데 (그리고 특히 정

류장으로부터 걸어 올라오는 데) 편안하게 느

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To Whom It May Concern: 

My wife and I are residents of the 

Lakeview Senior Apartment Complex. 

We have been asking by some of the 

residents here to see that we can help 

improve their ability to get around town 

dependently. The closest bus stop is 

half a mile below the apartment 

complex, down a steep hill. Very few of 

the residents here feel uncomfortable 

walking all the way to (and especially 

from) the bus stop.

 ① 버스 노선의 변경을 요청하려고 1

 asked / if / independently / comfortable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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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e are asking if  the route for bus 15 could be 

문 의 합 니 다 that (X) 노 선

changed slightly to come up the hill to the complex. 
약 간 올라가도록

우리는 15번 버스 노선이 언덕을 따라   단지로 올라오도록 약간 변경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I can promise you several very grateful riders each day in 
약 속 하 다 감 사 해 하 는 승 객 들 을

each direction. 

나는 매일 올라가고 내려가며 매우 감사해 하는 여러 승객을 당신에게 기

약(보장)할 수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당신의 답을 곧 듣기를 고대합니다.

Sincerely, 

Ron Miller 

Ron Miller 드림 

우리는 15번 버스 노선이 언덕을 따라  단지

로 올라오도록 약간 변경될 수 있을지 문의합

니다. 나는 매일 올라가고 내려가며 매우 감

사해 하는 여러 승객을 당신에게 기약(보장)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답을 곧 듣기를 고대

합니다.

Ron Miller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We are asking that the route for bus 15 

could be changed slightly to come up 

the hill to the complex. I can promise 

you several very grateful riders each 

day in each direction. I look forward to 

hear from you soon. 

Sincerely, 

Ron Miller 

 if / hear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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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코드 공략하기

1 [2019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s. Sue Jones,

Sue Jones 씨께,

As you know, / it is our company’s policy / that all new 
정 책

employees must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신 입 사 원 들 이 부 서 에 서

귀하가 아시다시피, / 우리 회사의 정책입니다 / 모든 신입 사원이 모든 부

서에서 경험을 얻어야 하는 것이. 

As  you have completed your three months in the Sales 
Because 채 웠 다

Department, / it’s time to move on to your next 
~해야  할 때이다 옮 기 다

department. 

귀하는 영업부에서 3개월을 채웠으므로, / 다음 부서로 옮겨야 할 때입니

다. 

It is time that S + should + R / It is time that S + 과거동사

It is time that you should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It is time that you moved on to your next department.

From next week, / you will be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마 케 팅 부 서 에 서

다음 주부터, / 귀하는 마케팅부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 부서 이동 통보

Sue Jones 씨께,

귀하가 아시다시피, 모든 신입 사원이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 회사

의 정책입니다. 귀하는 영업부에서 3개월을 

채웠으므로, 다음 부서로 옮겨야 할 때입니

다. 다음 주부터 귀하는 마케팅부에서 일하

게 될 것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Dear Ms. Sue Jones,

As you know, it is our company’s policy 

that all new employees must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As you 

have completed your three 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it is time that 

you _______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From next week, you will 

be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policy ⓝ 방침

•gain ⓥ 얻다

•department ⓝ 부서

•complete ⓥ 완수하다, 끝내다

 ① 근무 부서 이동을 통보하려고1

 shoul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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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excellent work / from 
~ 을 기 대 하 다 s e e ( X )

you in your new department. 

훌륭하게 일하는 것을 보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 귀하가 새 부서에서.

I hope / that when your training is  finished / we will 
will be (X)

be able to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배 치 하 다

저는 바랍니다 / 귀하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 귀하가 선택한 부서로 우

리가 귀하를 배치할 수 있기를.

Yours sincerely,

Angie Young

PERSONNEL MANAGER

마음을 담아,

인사 담당 이사

Angie Young 드림 

귀하가 새 부서에서 훌륭하게 일하는 것을 보

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수습 (기간)이 끝나

면 귀하가 선택한 부서로 귀하를 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 담당 이사

Angie Young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 

excellent work from you in your new 

department. I hope that when your 

training will be finished we will be able 

to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Yours sincerely,

Angie Young

PERSONNEL MANAGER

•excellent ⓐ 훌륭한

•settle ⓥ 배치

 seeing / is finis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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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2021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 Dennis Brown,

Dennis Brown씨께,

We at G&D Restaurant are honored and delighted / to 

invite  you to our annual Fall Dinner. 
초대하게되어 연 례 행 사

우리 G&D 식당은 영광이고 기쁩니다 / 우리의 연례행사인 Fall Dinner

에 당신을 초대하게 되어.

The annual event will be held on October 1st, 2021 / at 

our restaurant. 

그 연례행사는 2021년 10월 1일에 열릴 것입니다 / 우리 식당에서. 

At the event, / we will be introducing new wonderful 

dishes /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음 식 들

그 행사에서, / 우리는 새로운 멋진 음식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  우리 식

당이 곧 제공할. 

These delicious dishes will showcase / the amazing 
전시하다 , 보여주다 a m a z e d ( X )

talents of our gifted chefs. 
요 리 사 들

이 맛있는 음식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 우리의 뛰어난 요리사들의 멋진 재

능을. 

G&D 식당의 연례행사 초대

Dennis Brown씨께,

우리 G&D 식당은 우리의 연례행사인 Fall 

Dinner에 당신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 연례행사는 2021년 10월 1일

에 우리 식당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 행사에

서, 우리는 우리 식당이 곧 제공할 새로운 멋

진 음식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

식들은 우리의 뛰어난 요리사들의 멋진 재능

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

Dear Mr. Dennis Brown,

We at G&D Restaurant are honored 

and delighted to invite you to our 

annual Fall Dinner. The annual event 

will be held on October 1st,2021 at our 

restaurant. At the event, we will be 

introducing new wonderful dishes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These delicious dishes will showcase 

the amazing talents of our gifted chefs.

showcase 소개하다, 전시하다

gifted 뛰어난, 재능이 있는 

tip 비법, 비결 

recipe 요리[조리]법

occasion (특별한) 행사, 의식

celebration 축하, 축전 

look forward to ∼을 학수고대하다 

 ② 식당의 연례행사에 초대하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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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Also, / our chefs will be providing / cooking tips, ideas 

요리 비법들을

on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 and special recipes. 
특별한 요리법

또한, / 우리의 요리사들은 제공할 것입니다 / 요리 비법들, 당신의 주방을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 / 그리고 특별한 요리법을.

게다가: in addition = additionally, as well,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also, besides, plus

on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 on what you should buy for 

your kitchen

We at G&D Restaurant would be more than grateful /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occasion / and be part of 
모임에 오다 행 사

our celebration. 
축 하

우리 G&D 식당은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 만약에 당신이 이 특별한 행사

에 와서 / 우리의 축하의 일부가 되어준다면.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 e e ( X )

우리는 당신을 곧 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Thank you so much. 

매우 감사합니다. 

Regards, 

Marcus Lee, Owner ‐ G&D Restaurant

존경을 담아,

G&D 식당 주인, Marcus Lee 드림

Sincerely

Yours sincerely

Sincerely yours 

Regards

Best Regards

Best Wishes

또한, 우리의 요리사들은 요리 비법들과 당신의 주방을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특별한 요리법

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G&D 식당은 만약

에 당신이 이 특별한 행사에 와서 우리의 축

하의 일부가 되어준다면 매우 감사할 것입니

다. 우리는 당신을 곧 보기를 학수고대합니

다. 매우 감사합니다. 

존경을 담아,

G&D 식당 주인, Marcus Lee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I_______, our chefs will be providing 

cooking tips, ideas on what you ____ 

buy for your kitchen, and special 

recipes. We at G&D Restaurant would 

be more than gratefully if you can 

_______ to this special occasion and 

be part of our celebration. We look 

forward to see. Thank you so much.

Regards,

Marcus Lee, Owner–G&D Restaurant 

 in addition / should / grateful / make it / see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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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2019년 6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 Hane,

Hane 씨께,

Our message to you is brief, but important: 

저희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중요합니다.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will end soon / 
구 독 만료되다

and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it. 
갱 신 하 다

당신의 ‘Winston Magazine’ 구독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 저희는 당신

으로부터 갱신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We’re sure / you won’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놓 치 다 다 음 호

issue.

저희는 확신합니다 / 당신이 다음의 단 한 호라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

고.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갱 신 하 세 요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지금 갱신하십시오. 

You’ll get continued delivery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계 속 받 게 되 다

news / that make Winston Magazine the fastest growing 
makes (X) 성 장 하 는

magazine in America.

당신은 훌륭한 이야기와 뉴스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 ‘Winston 

Magazine’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잡지로 만들어 주는. 

잡지 구독 갱신 요청

Hane 씨께, 

저희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중요합니다. 당

신의 ‘Winston Magazine’ 구독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갱신한다

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다

음의 단 한 호라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지금 갱

신하십시오. 당신은 ‘Winston Magazine’

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잡지로 만

들어 주는 훌륭한 이야기와 뉴스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Dear Mr. Hane,

 Our message to you is brief, but 

important: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will end soon and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_______it. We’re 

sure you won’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You’ll get continued delivery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that makes 

Winston Magazine the fastest grown 

magazine in America. 

 ② 잡지 구독 갱신을 권유하려고1

 renewing / make / grow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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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 now, / we’ve 
목 적

sent a reply card for you to complete. 
회신용 카드

지금 가능한 한 쉽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 저희는 당신이 작성할 

회신용 카드를 보냈습니다. 

Simply send back the card today / and you’ll continue to 

receive your monthly issue of Winston Magazine. 
월 간 지

오늘 그 카드를 보내 주기만 하시면 / 당신은 월간지 ‘Winston 

Magazine’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Best regards,

Thomas Strout

마음을 담아, 

Thomas Strout 드림

brief 간결한 

subscription 구독, 구독료

renew 갱신하다 

upcoming 다가오는

issue (잡지, 신문 같은 정기 간행물의) 호(號)

delivery 배송, 배달 

reply card 회신용 카드

complete (서류 등에) 빠짐없이 기입하다, 완성하다, 완료하다, 채우다

monthly issue 월간 

지금 가능한 한 쉽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도

록, 저희는 당신이 작성할 회신용 카드를 보

냈습니다. 오늘 그 카드를 보내 주기만 하시

면 당신은 월간지 ‘Winston Magazine’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Thomas Strout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________________________ for you 

to act now, we’ve sent a reply card for 

you to complete. Simply send back the 

card today and you’ll continue to 

receive your monthly issue of Winston 

Magazine.

Best regards,

Thomas Strout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 

Sincerely

Yours sincerely

Sincerely yours 

Regards

Best Regards

Best Wishes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 n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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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2017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s. Coling,

My name is Susan Harris and / I am writing on behalf of 
대 신 해 서

the students at Lockwood High School. 

제 이름은 Susan Harris이며 / Lockwood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신하

여 말씀드립니다.

Many students at the school have been working on a 
has (X)

project / abou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청 년 실 업 . . . . . . . . . . . .

Lockwood.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 Lockwood 지

역의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You are invited to attend a special presentation / that 
참 여 하 다 발 표 회

will be held at our school auditorium on April 16th. 
강 당

특별 발표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4월 16일에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친애하는 Coling 씨께,

제 이름은 Susan Harris이며 Lockwood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Lockwood 지역

의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4월 16일에 학교 강당에서 열

리는 특별 발표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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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 that will be 

held at our school auditorium on April 

16th.

 ①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회 참석을 부탁하려고1

 are invited to attend a special presen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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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At the presentation, / students will propose a variety of 

발 표 회 에 서 제 안 하 다

ideas / for develop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만 들 어 내 다 고 용 기 회

youth within the community.
청 년 들

발표회에서 /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

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As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the community, / we 

would be honored by your attendance. 
영 광 인 참 석 자 들

지역 사회의 저명인사 중 한 분으로서 / 귀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영광

일 것입니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기 대 합 니 다 s e e ( X )

그곳에서 귀하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incerely,

Susan Harris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들을 위한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다

양한 의견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저명인사 중 한 분으로서 귀하께서 참석해 주

신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귀하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usan Harris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At the presentation, students will 

propose a variety of ideas for 

development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youth within the 

community. As one of the famous 

figure in the community, we would be 

honored by your attendance. We look 

forward to see you there.

Sincerely,

Susan Harris

 developing / figures / see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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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5 [2019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Community Members,

지역 주민들께, 

As the director of SaveAPet Animal Shelter, / I 
관 리 자 보 호 소

appreciate your help and support / in looking after our 
지 원 하 다

animals. 

Save-A-Pet 동물 보호 센터의 관리자로서, / 여러분께서 도움과 지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저희 동물들을 돌보는 데.

Despite your efforts, / it is beyond our facility’s capacity / 

to care  for animals with special needs.
take care of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저희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섭니다 / 특

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돌보는 것은.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Without community members who will take these pets 
지 역 사 회

into their homes, / our shelter can quickly fill up with 
보 호 센 터

difficult-to-adopt cases. 

이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지역 주민이 없다면, / 저희 보호 센터

는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로 곧 가득 찰 수 있습니다. 

fill up with = be filled with = be full of

동물 보호소의 동물 입양 요청

지역 주민들께, 

Save-A-Pet 동물 보호 센터의 관리자로서, 

저희 동물들을 돌보는 데 여러분께서 도움과 

지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

한 동물을 돌보는 것은 저희 시설의 수용 능

력을 넘어섭니다. 이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

가려는 지역 주민이 없다면, 저희 보호 센터

는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로 곧 가득 찰 수 있

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Dear Community Members,

As the director of Save-A-Pet Animal 

Shelter, I appreciate your help and 

support in looking after our animals. 

I_________ your efforts, it is within our 

facility’s capacity to take care ___ 

animals with special needs. Without 

community members who will take 

these pets into their homes, our shelter 

can quickly be ____ with difficult-to-

adopt cases.

 ① 반려동물 입양을 요청하려고1

 In spite of / beyond / for / fill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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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his limits our ability / to bring in and help more pets. 

제 한 하 다

이것은 저희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 더 많은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도

울 수 있는. 

limits = restrains

Consider adopting a pet / with medical or behavioral 
입 양 하 다

needs, / or even a senior one.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 의료적 또는 행동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 심지어 나이 든.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void / consider / deny / discuss / enjoy / finish / give up / 

imagine / keep / mind / put off / suggest / stop / escape / 

practice

Come into our adoption center / and meet some of our 

longer-term residents . 
장기간 머물고 있는 동물

저희 입양 센터에 오셔서 / 장기간 머물고 있는 동물을 만나 주세요. 

It takes an entire community to save animals’ lives / ―we 
필 요 하 다

cannot do it without you!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지역 사회 전체가 필요합니다 / - 즉, 저희는 

여러분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Sincerely,

Dr. Sarah Levitz

진심을 담아,

Dr. Sarah Levitz 드림

이것은 더 많은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도울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의

료적 또는 행동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심지

어 나이 든 반려동물도 입양하는 것을 고려

해 주세요. 저희 입양 센터에 오셔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동물을 만나 주세요. 동물의 생

명을 구하는 데에는 지역 사회 전체가 필요합

니다. 즉, 저희는 여러분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Dr. Sarah Levitz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This r______ our ability to bring in and 

help more pets. Consider to adopt a 

pet with medical or behavioral needs, 

or even a senior one. Come into our 

adoption center and meet some of our 

longer-term residents. It takes an entire 

community to________________—

we__________________!

Sincerely,

Dr. Sarah Levitz

fill up 가득 차다

adopt 입양하다 

behavioral 행동의

adoption 입양 

long-term 장기의, 장기적인

resident 거주자 

 restrains / adopting / save animals’ lives / cannot do it without y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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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18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s. Cross,

Cross 씨께,

We are excited /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ewest 
알 리 다 개 점

Sunshine Stationery Store in Raleigh, North Carolina! 
문 구 점

저희는 기쁩니다 / North Carolina 주 Raleigh에 최신 Sunshine 

Stationery Store의 개점을 알리게 되어! 

As you  know, /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 has long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업 계 의 표 준 종 이

products of all kinds, / and we couldn’t have picked a 
제 품 선 정 하 다

better location for our next branch / than the warm and 
장 소 지 럼 온정이 있는

inviting  city of Raleigh. 
 attractive 매력적인

아시다시피, / Sunshine Stationery Store는 오랫동안 모든 종류의 양

질의 창의적인 종이 제품에 있어서 업계의 표준이었고, / 저희는 다음 지

점으로 더 나은 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온정이 있고 매력적

인 Raleigh 시보다.

부정 + 비교급 + than A = 부정 + as - as A: A가 가장 ~하다

신설 매장의 개업식 초대

Cross 씨께,

저희는 North Carolina 주 Raleigh에 최신 

Sunshine Stationery Store의 개점을 알리

게 되어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Sunshine 

Stationery Store는 오랫동안 모든 종류의 

양질의 창의적인 종이 제품에 있어서 업계의 

표준이었고, 저희는 다음 지점으로 온정이 있

고 매력적인 Raleigh 시보다 더 나은 장소

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2

Dear Ms. Cross,

We are exciting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ewest Sunshine 

Stationery Store in Raleigh, North 

Carolina! As you know,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and we 

_____________________ for our next 

branch than the warm and invited city 

of Raleigh.

 ④ 신설 매장의 개업식에 초대하려고1

 excited / couldn’t have picked a better location / invit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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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빈출 코드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6.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e are thrilled to welcome you / to the Grand Opening 

가슴이 설렌다 모 시 게 되 어 서

of the Raleigh store on March 15, 2018. 

저희는 귀하를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2018년 3월 15일 Raleigh 

매장의 개업식에.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 a.m. to 9 p.m. / 
개 업 행 사

―a full 12 hours of fun! 

개업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 - 12시간 내내 재미있을 것입

니다!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 the Raleigh store has to 

offer / and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th!

저희는 여러분께 모든 상품을 보여 드리고 싶고 / Raleigh 매장에서 제공

해야 하는 / 그리고 15일에 귀하를 그곳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Donna Deacon

진심을 담아,

Donna Deacon 드림 

2018년 3월 15일 Raleigh 매장의 개업식

에 귀하를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개업

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12시

간 내내 재미있을 것입니다! Raleigh 매장에

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보여 드리고 싶고 

15일에 귀하를 그곳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Donna Deacon 드림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We are thrilling to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of the Raleigh store on 

March 15, 2018.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 a.m. to 9 

p.m. ― a full 12 hours of fun!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the Raleigh 

store has to offer and hope seeing you 

there on the 15th!

Sincerely,

Donna Deacon

 thrilled / to s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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