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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형편과 다양한 주제나 소재의 

글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제·소재편의 Gateway를 통해, 해당 

유형 및 주제·소재에 부합하는 2023학년도 수능 혹은 모의평

가 기출 문항을 제시하여 수능의 각 유형 및 다양한 주제·소재

별 문항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글의 목적 파악01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23005-000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Hylean Miller,

Hello, I’m Nelson Perkins, a teacher and swimming coach at Broomstone High 
School. Last week, I made a reservation for one of your company’s swimming pools 
for our summer swim camp. However, due to its popularity, thirty more students are 
coming to the camp than we expected, so we need one more swimming pool for them. 
The rental section on your website says that there are two other swimming pools 
during the summer season: the Splash Pool and the Rainbow Pool. Please let me know 
if an additional rental would be possible. Thank you in advance.

Best Wishes,
Nelson Perkins

① 수영 캠프 참가 날짜를 변경하려고

② 수영장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하려고

③ 수영 캠프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④ 수영장 추가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⑤ 수영장 대여 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청하려고

 ≄ reservation 예약  ≄ popularity 인기  ≄ rental 대여(의)  

 ≄ section 부분, (신문·잡지의) 난(欄)  ≄ additional 추가의  ≄ in advance 미리, 사전에

Words & Phrases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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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Strategies

STEP 3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여름 수영 캠프를 위해 지난주에 수영장 한 곳을 예약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하게 되어 다른 수영장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수영장 추가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이다.

STEP 1   이메일의 수신자와 발신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어휘를 통해 글의 주제를 추론해 본다.

수신자 Hylean Miller(수영장 대여 담당 직원)

발신자 Nelson Perkins(Broomstone 고등학교 교사, 수영 코치)

주요 어휘 summer swim camp / swimming pool / an additional rental



글의 주제 수영장 대여 담당 직원에게 수영장 추가 대여 문의

STEP 2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Last week, I made a reservation for one of your company’s 
swimming pools for our summer swim camp.

지난주에, 여름 수영 캠프를 위해 귀사의 수

영장 중 한 곳을 예약함

However, due to its popularity, thirty more students are 
coming to the camp than we expected, so we need one more 
swimming pool for them.

여름 수영 캠프의 인기로 인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오게 되어, 수

영장 한 곳이 더 필요함

Please let me know if an additional rental would be possible. 수영장 추가 대여가 가능한지를 문의함

01•글의 목적 파악  11

정답과 해설 2쪽

Pa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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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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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Vocabulary by Topic 정답과 해설 62쪽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relating to or causing much discussion, disagreement, or argument)

Immigration is a controversial issue in many countries.   

이민은 많은 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disturbing 충격적인, 불안감을 주는  (making you feel anxious and upset or shocked)

The new statistics revealed a disturbing trend towards long-term unemployment.   

새로운 통계 자료는 충격적인 장기 실업 추세를 보여 주었다.

diagnose 진단하다  (to say exactly what an illness or the cause of a problem is)

The treatment’s chances of success are stronger if it is started as soon as the disease is diagnosed.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질병이 진단되자마자 시작되는 경우에 더 크다.

delegation 대표단  (a group of people who represent the views of an organization, a country, etc.)

The United States has canceled this week’s planned visit to Nepal by a Congressional delegation, citing 
safety concerns.   

미국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이번 주로 계획된 의회 대표단의 네팔 방문을 취소했다.

execute 실행하다, 수행하다  (to do a piece of work, perform a duty, put a plan into action, etc.)

Check that the computer has executed your commands.   

컴퓨터가 여러분의 명령을 실행했는지 확인하라.

incidence 발생률, 빈도  (the rate at which something happens)

Since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crime, it was not surprising that a high incidence 
of crime existed in underprivileged neighborhoods.   

빈곤과 범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소외 계층 거주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detour 우회(로)  (a longer route that you take in order to avoid a problem or to visit a place)

You’d be wise to make a detour to avoid the roadworks.   

도로 공사를 피하도록 우회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Quick   Review 다음 각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disturbing execute delegation incidence diagnose

1.  Poverty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high   of crime in this district.
2.  Trauma is a profoundly   experience, either of a severe physical injury or emotional 

shock.
3. Despite undergoing several tests, doctors were unable to   the patient’s condition.
4.  Headteachers have sent a(n)   to London to ask the government to put more money 

into education.
5. Now that we have approval, we can go ahead and   the plan.

20•인물, 일화, 기담  123

유형편의 Gateway를 통해 소개된 기출 문항의 답을 

도출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유형별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주제·소재편에 소개된 주제 및 소재와 관련하여 읽기 

지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필수 어휘를 영영 풀이와 예

문을 통해 익히고, 간단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

을 측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으며,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소재 분야의 글과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

며, 교육과정상의 어휘 범주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영어 I ’과 ‘영어 II ’ 교과서를 통해 익힌 기본 개념을 중

심으로 본 교재를 활용하여 실제 응용력을 키워 나간다면, 교육과정 성취 목표 도달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tructure이 책의  구성과 특징

Gateway

Solving Strategies Academic Vocabulary by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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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유형이나 주제·소재에 적합한 다

양한 종류의 지문을 활용하여 읽기 문제를 제시하였다. 문제 

풀이에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문의 단어와 어구

를 따로 떼어 ‘영단어·숙어’의 별책으로 제시하였다.

Exercises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Blue Light Theater,

Every year the Modern Art Association holds an awards night to honor accomplished 
artists in our state. For this year’s program, we are featuring new and progressive artistic 
groups like yours.

In a matter of one year, your vocal group has become well known for its unique  
style and fantastic range. We will be honored if you help us celebrate this year’s 
accomplishments in modern art by performing two selections for us on the evening of 
October 6.

If you accept our invitation, your travel and lodging expenses will be entirely covered. 
We must finalize our schedule by August 18, so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let 
us know as early as possible if you are able to accept our invitation.

Best regards,
Christian Rickerts

① 새로 발매된 앨범을 광고하려고

②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알리려고

③ 시상식의 축하 공연을 요청하려고

④ 추가 지불된 숙박비의 반환을 요청하려고

⑤ 무료 여행 경품에 당첨된 것을 축하하려고

01
230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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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 대비하여 자신의 읽기 능력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

도록 3회분의 테스트를 최신 수능 체제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이 테스트를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TEST 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Jimmy Ortan,

I am a loyal subscriber of your magazine and have been for over three years now 
and have always enjoyed the articles that you write about. I was really excited when I 
realized that you were going to do a piece on the charitable organization Open Heart 
Orphanage Ministry, which is very close to my heart. I was, however, a little bit 
disappointed when I read the article and realized that there were several mistakes in i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history of the group. I feel that a publication’s reputation 
rests greatly on its ability to provide factual information and, therefore, feel moved to 
send you corrections that you can use. Moreover, I want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history of the Open Heart Orphanage Ministry that has done a lot to improve the 
lives of numerous children in Africa. Thank you and I hope to see a printed correction 
in your next issue.

Sincerely,
Ishita Joe

① 잡지 구독 기간을 연장하려고  

② 고아원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③ 고아원의 활동 내용을 홍보하려고 

④ 잡지 기사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려고

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

01
23005-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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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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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 EBSi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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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교재  자료실

한글다운로드

교재이미지 활용

강의활용자료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EBS 교재 문제 검색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학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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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목적 파악01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23005-000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Hylean Miller,

Hello, I’m Nelson Perkins, a teacher and swimming coach at Broomstone High 
School. Last week, I made a reservation for one of your company’s swimming pools 
for our summer swim camp. However, due to its popularity, thirty more students are 
coming to the camp than we expected, so we need one more swimming pool for them. 
The rental section on your website says that there are two other swimming pools 
during the summer season: the Splash Pool and the Rainbow Pool. Please let me know 
if an additional rental would be possible. Thank you in advance.

Best Wishes,
Nelson Perkins

① 수영 캠프 참가 날짜를 변경하려고

② 수영장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하려고

③ 수영 캠프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④ 수영장 추가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⑤ 수영장 대여 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청하려고

 ≄ reservation 예약  ≄ popularity 인기  ≄ rental 대여(의)  

 ≄ section 부분, (신문·잡지의) 난(欄)  ≄ additional 추가의  ≄ in advance 미리, 사전에

Words & Phrases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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