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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21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parents and students of Douglas School, 

Douglas School의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에게,

As you know, / our school was built over 150 years ago.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 우리 학교는 150년도 더 전에 지어졌습니다. 

While we are proud of our school’s history, / the facilities 
시 설 들

are not exactly what they should be / for modern 
현대 교육을 위해

schooling. 

우리는 학교의 역사가 자랑스럽지만, / 학교의 그 시설들이 정확히 맞지

는 않습니다 / 현대 교육을 위해. 

Thanks to a generous donation to the school 
아 낌 없 는 기 부

foundation, / we will be able to start renovating those 
학 교 재 단 에 보 수

parts of our campus / that have become outdated. 
구 식 이 된

학교 재단에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덕분에, / 우리는 캠퍼스의 그러한 부

분들에 대한 보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식이 된. 

We hope / this will help provide our students / with the 

best education possible. 

우리는 바랍니다 / 이 보수작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I’m writing to inform you / that the auditorium will be the 
강 당

first building closed for repairs. 
폐 쇄 된

이 편지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강당이 수리를 위해 폐쇄되는 첫 번

째 건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수작업으로 인한 강당 폐쇄 안내

Douglas School의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에게 우리는 학교의 역사가 자랑스럽지만, 학

교의 그 시설들이 현대 교육을 위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학교 재단에 아낌없이 기부

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캠퍼스의 구식이 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시작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수작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당이 수리되

는 첫 번째 건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 편지

로 알려드립니다.

•facility ⓝ (특정 목적·활동용 장소나 건물

을 가리키는) 시설

•modern ⓐ 현대의, 근대의

•generous ⓐ (무엇을 주는 데 있어서) 후한

[너그러운]

•donation ⓝ 기부, 기증

•foundation ⓝ 재단

•renovate ⓥ 개조[보수]하다

•outdated ⓐ 구식인

•auditorium ⓝ 강당

be due to do ~할 예정이다 / be due to N 

~때문이다

thanks to =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because of

The project is due to start on Monday 

and the duration will be three weeks. 

 ① 수리로 인한 강당 폐쇄를 안내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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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use the auditorium for about 

one month / while the repairs are taking place. 
~ 동 안 수 리 가

학생들은 약 한 달 동안 강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We hope that you will understand / how this brief 

inconvenience will encourage community-wide benefits /  
짧 은 불 편 함 지 역 사 회 전 체 의 혜 택

for years  to come. 
향후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짧은 불편함이 지역사회 전체의 

혜택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 / 향후 몇 년 동안. 

Sincerely, 

Vice Principal Kyla Andrews 

교감 Kyla Andrews 드림 

학생들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약 한 달 동

안 강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이 짧은 불

편함이 향후 몇 년 동안 지역사회 전체의 혜

택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감 Kyla Andrews 드림.

•repair ⓝ 수리, 보수

•brief ⓐ 짧은, 잠시 동안의

•inconvenience ⓝ 불편함

•encourage ⓥ 장려하다, 권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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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21년 6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animal lovers, 

동물 애호가들께, 

I am writing / on behalf of the Protect Animal 
대 표 해 서

Organization.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 Protect Animal Organization을 대표해서. 

Our organization was founded on the belief / that all 
동 격

animals should be respected and treated with kindness, 

/ and must be protected by law. 

우리 단체는 믿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모든 동물들이 존중받고 애정으

로 대우받아야 하며, /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Over the past 20 years, / we have provided lost 
길 잃은

animals / with protection, new homes, and sometimes 

health care. 

지난 20년 넘게, / 우리는 길 잃은 동물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 보호, 새

로운 집, 그리고 때로는 건강 관리를. 

Currently, our animal shelter is full, / and we need your 
현 재

help to build a new shelter. 

현재, / 우리의 동물 보호소는 가득 찼고, /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보호소

를 짓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동물 보호소 건립 기금 기부 요청

동물 애호가들께, 저는 Protect Animal 

Organization을 대표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

다. 우리 단체는 모든 동물들이 존중받고 애

정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법에 의해 보호되어

야 한다는 믿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우리는 길 잃은 동물들에게 보

호, 새로운 집, 그리고 때로는 건강 관리를 제

공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동물 보호소는 

가득 찼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보호소를 

짓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대표하여]

•organization ⓝ 조직, 단체,기구

•found ⓥ 설립하다

•belief ⓝ 신념, 믿음

•respect ⓥ 존경하다, 존중하다

•treat with ~로 대하다

•protect ⓥ 보호하다

•protection ⓝ 보호

 ⑤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짓기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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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e are seeking donations in any amount. 

기 부 금

우리는 어떤 금액이든 기부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Every dollar raised / goes to building homes for animals 

in need. 

모금된 모든 돈은 /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사용됩니

다. 

You can donate to us online / at www.protectanimal.org. 

당신은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www.protectanimal.org에서. 

Thank you for considering supporting us.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Stella Anderson

진심을 담아, Stella Anderson  

우리는 어떤 금액이든 기부금을 얻으려고 하

고 있습니다. 모금된 모든 돈은 도움이 필요

한 동물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당신은 www.protectanimal.org에서 온라

인으로 우리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를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진심을 담아, Stella Anderson

•shelter ⓝ 주거지

•seek ⓥ 찾다, 구하다

•donation ⓝ 기부(금)

•amount ⓝ 양, 액수

•donate ⓥ 기부하다

•support ⓥ 지지하다, 지원하다

•sincerely ad 진심으로

Sincerely

Yours sincerely

Sincerely yours 

Regards

Best Regards

Best W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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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21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My name is Anthony Thompson / and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대 표 하 여

제 이름은 Anthony Thompson이고 / 저는 입주민 조합을 대표하여 편

지를 쓰고 있습니다. 

Our recycling program has been working well /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우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However, / a problem has recently occurred / that 
문 제 ( 선 행 사 )

needs your attention. 

그런데, /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 residents 
정 해 진

are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t any  time. 
내 놓 는 다 재 활 용 품 을 아무 때나

재활용을 위해 정해진 날이 없어서, / 입주민들은 아무 때나 자신들의 재

활용품을 내놓습니다. 

This makes the recycling area messy, / which requires 
지 저 분 한

extra labor and cost. 
추가 노동 비 용

이것이 재활용 구역을 어지럽혀서, / 추가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게 합니

다. 

재활용품 배출 요일 안내

제 이름은 Anthony Thompson이고 저는 

입주민 조합을 대표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

다. 우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

여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근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습

니다. 재활용을 위해 정해진 날이 없어서 입

주민들은 아무 때나 자신들의 재활용품을 내

놓습니다. 이것이 재활용 구역을 어지럽혀서 

추가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게 합니다.

•on behalf of ∼을 대표하여

•residents’ association 입주민 조합

•participation ⓝ 참여

•occur ⓥ 발생하다

•given ⓐ 정해진

•messy ⓐ 어지러운

 ① 재활용품 배출 허용 요일을 알리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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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o deal with this problem, / the residents’ association has 

= handle

decided on a day to recycle.
결 정 했 다 재 활 용 하 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 입주민 조합은 재활용하는 날을 결정했습니

다.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 that you can put out your 
to know (X)

recycling on Wednesdays only.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수요일에만 여러분의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다

는 것을. 

 I am sure /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look 
아 파 트 단 지

much more pleasant. 

저는 확신합니다 / 그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를 훨씬 더 쾌적해 보이게 만

들 것이라고.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미 리 협 조 에

여러분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입주민 조합은 재

활용하는 날을 결정했습니다. 수요일에만 여

러분의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

를 훨씬 더 쾌적해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저

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

립니다.

•decide on ∼을 결정하다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pleasant ⓐ 쾌적한

•in advance 미리

•cooperation ⓝ 협조

deal with, address, cover, handle, 

tackle, take care of: 처리하다, 해결하다

They properly help us to address the 

flaws in our personalities.

With faith, you will be able to handle 

any challenges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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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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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20년 11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o the Principal of Gullard High School,

My name is Nancy Watson, / and I am the captain of the 

student dance club at Gullard High School. 

제 이름은 Nancy Watson이며, / Gullard 고등학교 학생 댄스 동아리 회

장입니다. 

We are one of the biggest faces of the school, / winning 
받 고 있 다

a lot of awards and trophies.
상

우리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얼굴 중 하나로, / 많은 상과 트로피를 받고 있

습니다. 

However, / the school isn’t allowing our club to practice 

on the school field / because a lot of teachers worry that 

we are going to mess  up the field.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나, / 학교는 우리 동아리가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

고 있습니다 /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엉망으로 만들 것

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This is causing us to lose practice time / and ultimately 

results in creating a bad high school experience for us.
초 래 한 다 유감스러운 고등학교 경험

이는 우리에게 연습 시간을 잃게 하고 / 결국 우리에게 유감스러운 고등학

교 경험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cause =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generate 초래

하다 

댄스 연습을 위한 운동장 사용 허락 요청

Gullard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귀하, 

제 이름은 Nancy Watson이며 Gullard 고

등학교 학생 댄스 동아리 회장입니다. 우리

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얼굴 중 하나로 많은 

상과 트로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엉망으

로 만들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학교는 우

리 동아리가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연습 시

간을 잃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유감스러운 고

등학교 경험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principal ⓝ 교장 선생님

•captain ⓝ 회장

•award ⓝ 상

•mess up ~을 엉망으로 만들다

5형식: 

S + V + N(A) + N(B) : A ≠ B

해석방법: A가 B이다

S + V+ N(A) + 형용사 / to do / -ing /

pp(B)

해석방법: A가 B하다

사역동사: let, have, make

지각동사: see, watch, feel, hear, 

notice…

S + V + N + to do

encourage, cause, allow, persuade, 

enable, force, permit, ask, tell, teach  

 ④ 댄스 동아리의 운동장 사용 허락을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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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e promise to use the space respectfully. 

우리는 그 공간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Therefore, / I’m asking you to allow us / to use the 

school field for our dance practice. 
운 동 장

그러므로, / 저는 교장 선생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

다 / 댄스 연습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therefore = consequently, so, as a result, hence, thus, 

accordingly, for that reason, that’s why

I would be grateful if you reconsider your decision. 
재 고 하 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결정을 재고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Sincerely,

Nancy Watson

Nancy Watson 올림

우리는 그 공간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장 선생님께 우리

가 댄스 연습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도

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교장 선

생님께서 그 결정을 재고해 주신다면 고맙겠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ancy 

Watson 올림

•ultimately ad 궁극적으로, 결국

•respectfully ad 정중하게, 소중히

•grateful ⓐ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reconsider ⓥ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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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5 [20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Residents,

We truly value and appreciate all of our residents, / 
감 사 하 다

including those with pets.

우리는 모든 주민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민들께 감사하고 있

습니다 /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We believe / that allowing people to live with their pets 

enriches their lives. 
풍 요 롭 게 하 다

우리는 믿습니다 /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을 풍요롭게 한다고. 

While we encourage you to enjoy your pets, / we also 
장 려 하 다

want to ensure / that you do not do so / at the expense 
확실히 하다 ~을 희생하여 / ~에

of  your neighbors or your community. 
폐를 끼치고

우리는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즐기는 것(함께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 우

리는 또한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을 / 여

러분의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면서까지. 

We have received reports / that some residents have 
신 고

been disturbed by noise from dogs barking.
방 해 받 고 있 다

우리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 일부 주민들이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

주민들께, 

우리는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모

든 주민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

민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분이 반려동물과 즐기는 것(함께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면서까지 여러분이 그

렇게 하지는 않을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

다. 우리는 일부 주민들이 반려견이 짖는 소

리로 인한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resident ⓝ 거주자, 주민

•truly ad 정말로, 진심으로

•value ⓥ 소중히 하다, 귀중히 여기다

•appreciate ⓥ 고마워하다

•enrich ⓥ 풍요롭게 하다, 질을 높이다

•ensure ⓥ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neighbor ⓝ 이웃

•disturb ⓥ 방해하다

•bark ⓥ 짖다

•excessive ⓐ 지나친, 과도한

•disrupt ⓥ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①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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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Excessive barking by dogs disrupts everyone within 
과 도 한 방 해 한 다

hearing, / particularly those who are elderly or sick or 

who have small children. 

개가 과도하게 짖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에게 피해를 줍

니다, /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분,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We kindly ask / that you keep your dogs’ noise levels to a 
정 중 히

minimum. 
최 소 한 으 로

우리는 정중히 요청합니다 / 여러분이 반려견이 내는 소음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with this.

이 일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gards,

Conway Forest Apartments Management Office

개가 과도하게 짖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분,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줍니

다. 우리는 여러분이 반려견이 내는 소음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

니다. 이 일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nway Forest 아파트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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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년 6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 Stanton:

We at the Future Music School have been providing 

music education / to talented children for 10 years. 
재 능 이 있 는

저희 Future Music School에서는 음악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십 년 동안 재능있는 아이들에게. 

We hold an annual festival to give our students a chance 
해 마 다 의 목적

/ to share their music with the community / and we 
나눌 수 있는

always invite a famous musician / to perform in the 

opening event. 
개막 행사에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하며 / 그들의 음악

을 지역 사회와 나눌 / 그리고 항상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합니다 / 개막 행

사에서 연주할.

Your reputation as a world‒class violinist  precedes you / 
명 성 세 계 적 인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선 행 하 다

and the students consider you the musician / who has 

influenced them the most.
여 향 을 주 었 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당신의 명성이 자자하고 / 학생들은 당

신을 음악가로 생각합니다 /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개막 행사에서 연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Stanton씨에게:

저희 Future Music School에서는 십 년 동

안 재능있는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음

악을 지역 사회와 나눌 기회를 주기 위해 매

년 축제를 개최하며, 항상 개막 행사에서 연

주할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당신의 명성이 자자

하고 학생들은 당신을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

을 준 음악가로 생각합니다.

•provide ⓥ 제공하다

•education ⓝ 교육

•talented ⓐ 재능 있는

•annual ⓐ 매년의

•musician ⓝ 음악가

•perform ⓥ 공연[연주]하다

•reputation ⓝ 명성

•precede ⓥ ~에 앞서다

•influence ⓥ 영향을 주다

 ① 개막 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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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hat’s why / we want to ask you to perform at the 

그 래 서 공 연 하 다

opening event of the festival. 

그래서 / 저희는 당신에게 축제의 개막 행사에서 공연해 주시기를 요청합

니다. 

It would be an honor for them / to watch one of the most 

famous violinists of all time play at the show.
역 대 연 주

그들에게 큰 영광일 것입니다 / 공연에서 역대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

자 중의 한 분의 연주를 본다는 것은.

It would make the festival more colorful and splendid. 
훌 륭 한

당신의 연주는 축제를 더 다채롭고 훌륭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a positive reply.
r e c i e v e ( X )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Sincerely,

Steven Forman

그래서 저희는 당신에게 축제의 개막 행사에

서 공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공연

에서 역대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

의 한 분의 연주를 본다는 것은 큰 영광일 것

입니다. 당신의 연주는 축제를 더 다채롭고 

훌륭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Steven Forman

•honor ⓝ 영광

•of all time 역대, 지금껏

•splendid ⓐ 훌륭한, 정말 멋진

•receive ⓥ 받다

•positive ⓐ 긍정적인

•reply ⓝ 대답, 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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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Tony, 

Tony 씨께

I'm writing to ask / if you could possibly do me a favour. 

여쭤보려고 편지를 씁니다 /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지

• if you could possibly do a favour for me.

For this year's workshop, / we would really like to take all 

our staff on a trip to Bridgend / to learn  more about new 
배우기 위해서

leadership skills in the industry. 

올해 연수로, / 저희는 모든 직원을 데리고 Bridgend로 꼭 가고자 합니다 

/ 업계의 새로운 리더십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I remember / that your company took a similar course 

last year, / which included a lecture by an Australian lady 
강 연

/ whom you all found inspiring. 

저는 기억합니다 / 귀사에서 작년에 비슷한 연수 과정을 하셨고, / 거기에

는  호주 출신 여성분의 강연이 포함된 것으로 / 여러분 모두가 고무적이

라고 생각한

• find + N + ing

호주 출신 강사의 연락처 문의

Tony 씨께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편

지를 씁니다. 올해 연수로 저희는 업계의 새

로운 리더십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

해 모든 직원을 데리고 Bridgend로 꼭 가고

자 합니다. 귀사에서 작년에 비슷한 연수 과

정을 하셨고, 거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고무적

이라고 생각한 호주 출신 여성분의 강연이 포

함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industry ⓝ (특정 분야의) 산업, 산업계

•take a course 수업을 받다, 강좌를 듣다

•lecture ⓝ 강연

•inspiring ⓐ 고무하는, 감격시키는

•address ⓝ 주소

•appreciate ⓥ 감사하다

•assistance ⓝ 도움

ask A a favor —> ask a favor of A

do A a favor —> do a favor for A

don’t do your rival a favor. 

= don’t do a favor for your rival

if you could possibly do me a favour.

= if you could possibly do a favour for 

me.

 ② 연수 강사의 연락처를 문의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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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Are you still in contact with her? 

연 락 하 다

아직도 그분과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If so, / do you think that you could possibly let me have / 

a number for her, or an email address? 
전 화 번 호

그러시다면, / 제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 그분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를

I would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도 움

귀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ind regards,

Luke Schreider 

Luke Schreider 올림

아직도 그분과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

시다면, 그분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를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귀하께서 도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uke Schreider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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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19년 11월 18번]

18.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 Coleman,

I’m Aaron Brown, the director of TAC company. 

저는 TAC 회사의 이사 Aaron Brown입니다. 

To celebrate our company’s 10th anniversary and to 
기 념 하 다

boost  further growth, / we have arranged a small event. 
촉진하다 promote 마 련 했 다

우리 회사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추가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 우

리는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It will be an informative afternoon / with enlightening 
유익한 i n s t r u c t i v e 깨 우 침 을 주 는

discussions on business trends. 
사 업 동 향

유익한 오후가 될 것입니다.  / 그 행사는 사업 동향에 대해 깨우침을 주

는 토론이 있는

I recently attended your lecture about recent issues in 

business / and it was really impressive. 
인 상 적 인

최근에 저는 사업의 새로운 논쟁점에 대한 당신의 강연에 참석하였고 / 그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I am writing this letter / to request that you be our guest 
요청하기 위해

speaker for the afternoon. 
초 청 연 사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오후 행사에 귀하가 초청연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초청 연사로 와 주기를 요청하는 편지

Coleman 씨 귀하,

  저는 TAC 회사의 이사 Aaron Brown입니

다. 우리 회사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추가적

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작은 행

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행사는 사업 동향에 

대해 깨우침을 주는 토론이 있는 유익한 오후

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사업의 새로운 

논쟁점에 대한 당신의 강연에 참석하였고 그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행사에 귀

하가 초청연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boost ⓥ 돋우다, 촉진하다

•arrange ⓥ 마련하다

•informative ⓐ 유익한

•enlightening ⓐ 깨우침을 주는, 계몽적인

•impressive ⓐ 인상적인, 감명 깊은

•guest speaker 초청 연사

 ① 회사 행사에 초청 연사로 와 줄 것을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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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 / will benefit our 

= advantage

businesses in many ways. 

귀하의 경험과 지식이 / 우리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It would be a pleasure / to have  you with us. 
= if you had

기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The planned schedule / includes a guest speaker’s 

speech and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 on Thursday, 
질 의 응 답 시 간

the 21st of November, 2019 at 3:00 p.m. 

계획된 일정은 / 초청 연사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합니다. / 2019

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We would sincerely appreciate it / if you could make 
감 사 하 다

some time for us.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다면

We will be looking forward / to hearing from you soon.
h e a r ( X )

우리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귀하의 빠른 답변을

Yours Sincerely,  Aaron Brown

Aaron Brown 드림

귀하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 사업에 다방면으

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와 함

께 해주신다면 기쁠 것입니다. 계획된 일정

은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초

청 연사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합니

다. 귀하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

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빠른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Aaron Brown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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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19년 9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o whom it may concern,  

We are students from St. Andrew’s College / who  are 
선 행 사 which (X)

currently taking a Media Studies class / that requires us 

to film a short video. 
촬영하다 단편 영상

저희는 St. Andrew’s 대학 학생으로 / 현재 Media Studies 강좌를 수강

하고 있으며 / 단편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We would like to film at Sunbury Park / on November 
촬영하다

14th, 2019, / from 9 a.m. to 3 p.m. 

저희는 Sunbury Park에서 촬영하기를 원합니다 / 2019년 11월 14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After looking for several days to find good locations, / 

we decided on filming at Sunbury / because it is not 

overly populated during this time of day. 
지 나 치 게 붐 비 지 않 다

적당한 장소를 며칠에 걸쳐 찾아본 후, / 저희는 Sunbury에서 촬영하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 하루 중 이 시간이 지나치게 붐비지 않기에. 

영상 촬영 허가 요청

관계자님께,

  저희는 St. Andrew’s 대학 학생으로 현재 

Media Studies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단

편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Sunbury 

Park에서 촬영하고자 합니다. 적당한 장소

를 며칠에 걸쳐 찾아본 후, 하루 중 이 시간

이 지나치게 붐비지 않기에 저희는 Sunbury

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urrently ad 현재, 지금

•film ⓥ 촬영하다, 찍다

•overly ad 너무, 몹시

•populate ⓥ (어떤 장소를) 차지하다, ~에 

살다

•request ⓥ 요청하다

•permission ⓝ 허락, 허가

 ③ 공원에서의 촬영 허가를 요청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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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Our team will not cause  any issues / to public services 

문제를 일으키다 공 공 시 설 물

or other park visitors. 

저희 팀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 공공 시설물이나 다

른 공원 방문객들에게. 

We would therefore like to request permission / to film  
허 가 를 요 청 하 다 촬영하기 위해

at Sunbury Park at the time above. 

그러므로 저희는 허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위 시간에 Sunbury Park

에서의 촬영할.

If you need to contact our Media Studies teacher, 

Damien Matthews, / for further information, / he can be 
추 가 정 보

reached at damien@st_andrews.ac.uk.

Media Studies 선생님 Damien Matthews에게 연락이 필요하다면 / 

추가 정보를 위해서, / damien@st_andrews.ac.uk로 연락해 주십시

오.

Yours faithfully,

 Taylor Johnson & Chloe Moore    

저희 팀은 공공 시설물이나 다른 공원 방문객

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므로 저희는 위 시간에 Sunbury 

Park에서의 촬영 허가를 요청하고자 합니

다. 추가 정보를 위해서 Media Studies 선

생님 Damien Matthews에게 연락이 필요

하다면, damien@st_andrews.ac.uk로 연

락해 주십시오.

Taylor Johnson과 Chloe Moore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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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19년 6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anager,

I have been using your coffee machines for several 

years. 

저는 귀사의 커피 머신을 수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Since your products had never let me down before, I 

bought your brandnew coffee machine, Morning Maker, 

on May 18th from your online store. 

귀사의 제품은 여태껏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5월 18일

에 귀사의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귀사의 신제품인 Morning Maker를 구

매했습니다.

Unfortunately, however, this product has not worked 

well.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제품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Whenever I use this machine, my coffee does not get 

hot enough. 

제가 이 머신을 사용할 때마다 커피가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The terms of warranty indicate that if products have any 
조 건 보 증

problems, I am entitled to receive a full refund within 2 
자 격 이 있 다

months.

보증 조건에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 달 이내에 전액 환불

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커피 머신 환불 요청

매니저님께,

  저는 귀사의 커피 머신을 수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여태껏 저를 실망시

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5월 18일에 귀

사의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귀사의 신제품인 

Morning Maker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불

행히도, 이 제품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머신을 사용할 때마다 커피가 충분

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보증 조건에는 제품

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 달 이내에 전

액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let down ~를 실망시키다

•unfortunately ad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

도

•work ⓥ 작동되다, 기능하다

•term ⓝ 조건, 조항

•warranty ⓝ 보증서

•indicate ⓥ 나타내다

•entitle ⓥ 자격을 주다

•full refund 전액 환불 

 ② 새로 산 커피 머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고1

19



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Since it has been less than a month, I want my money 

back. 

(구매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원합니다.

Enclosed are copies of my receipts and guarantees 
동 봉 된 도 치 영 수 증 보 증 서

concerning this purchase. 
관 련 된

구매와 관련된 영수증과 보증서를 동봉합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and a resolution to my 
해 결

problem.

저는 당신의 답변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대합니다. 

Sincerely,

Mike Anderson  

(구매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을 원합니다. 구매와 관련된 영수증과 보증서

를 동봉합니다. 저는 당신의 답변과 이 문제

에 대한 해결을 고대합니다. 

Mike Anderson 올림 

•enclose ⓥ 동봉하다

•guarantee ⓝ 보증, 보증서

•resolution ⓝ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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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1 [19년 3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Mr. Spencer,

I will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for ten years /  as  
live (X) 시제 문제 ~에 따라서

of this coming April. 
다 가 오 는

저는 이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 오는 4월이면.

I have enjoyed living here / and hope to continue doing 

so. 

저는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 왔으며 / 계속해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s, / I 
이 사 왔 다

was told that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 

제가 처음 Greenfield 아파트에 이사를 왔을 때, / 최근에 아파트 도색 작

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Since that time, /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the 

ceiling. 

그때 이후로, / 저는 단 한 번도 벽이나 천장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 / has made me 

realize how old and dull the paint has become. 
to realize (X)

지난 한 달 동안 둘러보면서 / 저는 페인트가 얼마나 오래되고 흐려졌는지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for + 기간: 전치사(~동안)

since + N: 전치사(~이래로/ ~이후로)

We’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I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since 2012. 

아파트 페인트칠하기 

Spencer 씨께

저는 오는 4월이면 이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 왔

으며 계속해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처

음 Greenfield 아파트에 이사를 왔을 때, 최

근에 아파트 도색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

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벽이나 천장

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둘러보면서 저는 페인트가 얼마나 오래되고 

흐려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as of ~일자로

•recently ad 최근에

•ceiling ⓝ 천장

•dull ⓐ 흐릿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void / consider / deny / discuss / enjoy 

/ finish / give up / imagine / keep / mind 

/ put off / suggest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fford to do / agree to do / decide to do 

/ hope to do / learn to do / manage to 

do

need to do / offer to do / plan to do / 

refuse to do / want to do / wish to do

 ③ 아파트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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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 would like to update the apartment / with a new coat of 

paint. 

저는 아파트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 새 페인트칠로

I understand / that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 
자 비 부 담 인

and that I must get permission to do  so as per  the 
허 락 update ~ ~에 따라

lease agreement. 
임대차 계약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 작업이 자비 부담이라는 것과, / 임대차 계약에 

따라 허락을 제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 do so: 아파트를 새로 페인트칠하는 것(update the apartment / with a new 

coat of paint.)

Please advi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정식으로 알리다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Howard James

*as per: ~에 따라서

저는 새 페인트칠로 아파트를 새롭게 하고 싶

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자비 부담이라는 것

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빨

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Howard James 올림

•update ⓥ 새롭게 하다

•coat ⓝ 칠

•at one’s own expense 자비로

•permission ⓝ 허가

•lease ⓝ 임대차

•agreement ⓝ 계약

•at one’s convenience 형편이 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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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2 [18년 11월 18번]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ear Principal Nolan,

My name is Alexis Kerry / and I am from a research 

center called ARKIC. 

제 이름은 Alexis Kerry이고 / 저는 ARKIC이라는 연구 센터 소속입니

다. 

We have recently been working on a project / that looks 
살 펴 보 다

at learning outcom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학 습 결 과 장 애 를 가 진

최근에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살펴보는. 

The project aims to build conversation around disability / 
목표로 삼다

and to push for greater accessibility and inclusion. 
요 구 하 다 더 나 은 접 근 성 통 합

그 프로젝트는 장애에 관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 그리고 더 나은 접근성과 통합을 요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As part of this project, / we are working on a video 
제 작 하 고 있 다

series, / and I wonder / if it is possible to film children in 

classes and around school for a day / to show how a 

special needs school functions.
특수 교육 학교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 저희는 영상물 시리즈를 제작 중인데, / 제가 궁

금합니다 / 하루 동안 교실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특수 학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학교 촬영을 허락받으려는 Alexis

Nolan 교장 선생님께,

제 이름은 Alexis Kerry이고 저는 ARKIC이

라는 연구 센터 소속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장

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살펴보는 프

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는 장애에 관한 대화를 이어 나가고 더 나은 

접근성과 통합을 요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저희는 영상

물 시리즈를 제작 중인데, 특수 학교가 어떻

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루 동안 교

실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work on 작업하다

•outcome ⓝ 결과

•disability ⓝ 장애

•push for 요구하다

•accessibility ⓝ 접근성

•inclusion ⓝ 포함, 포괄

•function ⓥ 기능하다 

 ①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 협조를 부탁하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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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2 영어_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in this. 

감 사 하 다

귀하가 이 일에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let me know /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if  
가장 빠른 편리한 시간에 whether

this is possible.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가능한지를 가장 빠른 편리한 시간

에. 

I understand that now is a busy time in the school year, / 

but our project would benefit greatly from your 

cooperation.
협 조 해 주 신 다 면

지금이 학년도 중 바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 협조해 주신다면 저

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est regards, 

Alexis Kerry 

 귀하가 이 일에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

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가장 빠른 편리

한 시간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학년도 중 바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

만,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 프로젝트에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Alexis Kerry 드림

•appreciate ⓥ 감사하다

•assistance ⓝ 도움

•benefit from ~에서 이익을 얻다

•cooperation ⓝ 협조

 영어 편지의 끝인사 → Best wishes, 

Sincerely, Regards, All my be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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