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수니 분석전문 블로그
모의고사 분석자료
Update 2017. 10. 14.

빠바 기초세우기 10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Lizards are cold-blooded animals, and it is

도마뱀은 냉혈 동물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자신

commonly believed that they lie in the sun to warm

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양지에 누워 있는다

themselves up. However, a group of scientists

고 여겨진다. A 하지만, 한 무리의 과학자들 은 도

thought that lizards may also do this to get more

마뱀이 또한 더 많은 비타민 D 를 얻기 위해서 이

vitamin D.

렇게 하는 것인지 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They believed this because lizards, like most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도마뱀도 자외선에 노출될 때

animals, have the ability to produce vitamin D when

비타민 D 를 생성해 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

exposed to UV radiation. To test their theory, the

은 이렇게 믿었다. 그들의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 그

scientists separated lizards into two groups and

과학자들은 도마뱀들을 두 집단으로 나 누고 한 집

fed one group a diet high in vitamin D.

단에 비타민 D 가 많이 함유된 먹이를 먹였다.

Then they observed the lizards’ behavior. The

그러고 나서 그 들은 도마뱀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lizards that were not fed vitamin D diet spent much

비타민 D 가 포함된 먹이를 먹이지 않은 도마뱀들

more time in the sun, while the other group

은 양지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반면, 다른

preferred the shade.

집단은 그늘을 선호했다.

서술: 윗글에서 도마뱀이 양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 두 가
지를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2

1
2

③ exposed - observed - preferred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 더 많은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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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 Math Kids Summer Camp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Math Kids Summer Camp
고 안 되 었 다

This summer camp is specially designed for kids
관

련

who love math. There are tons of math-related
활

동

어린이 여름 수학 캠프 이 여름 캠프는 수학을 아주

된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들

activities, enough to keep any student engaged

어떤 학생이든 충분히 몰두하고 흥미를 느끼게 할

and interested.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 campers will work together to solve

캠프 참가자들은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어

려

운

challenging problems, which helps them to

함께 노력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수학 능력과 사회

improve both their math skills and their social skills.

성 둘 다를 향상시 키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에 (참

In order to be accepted into the program, all

가하도록) 받아들여지기 위해, 모든 지 원자들은 입

입

학

시 험

학시험을 봐야 합니다.

applicants must take an entry test.
확 인 하 다

The purpose of this is to confirm they are truly
숙

련

이것의 목적은 그들이 그 도전적 인 교육 과정을 감

된

interested in math, not to mention skilled enough

당할 만큼 충분히 숙련되어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

해 결 하 다

to handle the challenging curriculum.

고, 그들이 진정으로 수학에 관심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시 일정

Sample Schedule
지속된다

The Math Kids Summer Camp lasts for 14 days.

어린이 여름 수학 캠프는 14 일 동안 계속됩니다.

Each day is different, but a typical daily schedule is

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일과는 아래에 있습니

included below.

다.

서술: 윗글의 밑줄 친 accept를 어법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2

1
2

④ 저녁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be accept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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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1

One day, a mother was taking a shower while her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딸이 욕실 바닥

young daughter played on the bathroom floor.

에서 노는 동안 샤워를 하고 있었다. C 샤워를 마쳤

When she finished showering, she was surprised

을 때, 그녀는 딸이 자기 몸 전체를 휴지로 감은 것

to find that her daughter had wrapped her entire

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body in toilet paper.

Since the mother thought her daughter looked

그 어머니는 딸이 아주 귀여워 보인 다고 생각했기

very cute, she ran from the bathroom to get her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의 전화기를 가지러

phone to take a picture. The photograph she took

욕실 에서 달려나갔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사랑스

사 랑 스 러 운

was adorable, so she quickly sent it to all her

러워서, 그녀는 재빨리 그 것을 모든 친척들에게 보

relatives.

냈다.

Moments later, her sister called. Laughing, she

잠시 후, 그녀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웃으면

told the woman to check the photo more carefully.

서, 그녀는 그 여자에게 사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

When she did, she was terribly embarrassed to see

펴보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that it showed her reflection in the mirror without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거울에 비 친 자신의 모

any clothes on.

습이 사진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창피했다

1

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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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4.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1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in 2016 to show
진 지 하 다

파리협정은 세계의 정부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

that the world’s governments are serious about

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fighting climate change. It was also designed to

2016 년에 체결되었다. D 이는 또한 화석 연료 시

시 사 하 다

signal the end of the era of fossil fuels.
참

여

국

대가 끝났음을 시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들

Participating nations will aim to keep the planet’s
크

참여국들은 지구의 기온 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도

게

temperatures from rising significantly. The

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은 지

요구한다

agreement also calls for large amounts of money
적

응

하

구에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데 사용될 많은 돈

다

to be spent on adapting to the changes caused to

을 요구한다.

the Earth.

This might include coming up with strategies to
해 결 할

척 박 한

토 양

촉

구

하

이는 농경지의 척박한 토양을 해결할 전략을 생각
다

deal with poor soil in farming areas and promoting
재생

가능한

해 내는 것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 촉구를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fact that

포함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이 협정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igned

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보

the agreement demonstrates a high level of

여 준다. 이런 이유로, 파리협정은 기후 변화에 맞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is reason, the Paris

선 싸움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다.

Agreement was an important step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1

① that - to be spent - demonstrat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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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1

We all know that avoiding sugar is good for our

설탕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

health, but it can be really hard for us to do. To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reduce the amount of sugar in our lives, we should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 설탕의 양을 줄이려면, 정

정

제

된

start by eliminating refined sugars.

제당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Unfortunately, refined sugars are found in many

안타깝게도, 정제당은 많은 제품에서 발견된다. F

products. To make matters worse, the products’

설상가상으로, 종종 제품들의 라벨은 우리가 이해

labels are often too confusing for us to understand.

하기에 너무 혼란스럽다. G 우리는 스스로 정제당

We may think we’ve stopped eating refined sugars,

섭취를 멈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실제

only to find that we actually haven’t.

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So to make things clearer, we must realize that the

따라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제품

following items are likely to contain refined sugars:

들이 정제당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

flavored coffee, juices, pickles, and sauces. To

아야 한다. 바로, 맛이 첨가된 커피, 주스, 피클, 그

우

선

begin with, we can stop buying these products.

리고 소스이다. 우선, 이런 제품들을 사는 것을 그

Although this won’t completely remove sugar from

만둘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설탕을 완전하

최 소 화 하 다

our lives, it will make it easier to minimize the

게 없애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양을 최소

amount we consume.

화하는 것을 더 쉽게 할 것이다.

In terms of our diet, it’s almost impossible to

→ 식습관 면에서, 설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

(A)________ sugar, but we can start by avoiding

깝지만, 일반적으로 정제당을 포함한 식품을 피하

foods that generally (B)__________ refined sugars.

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1

⑤ remove - maximize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