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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People generally avoid materials that contain toxic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성 화학 성분을 포함한 물

chemicals. Unfortunately, one of these materials is

질을 피한다. 안타깝게 도, 이런 물질 중 하나는 피

almost impossible to avoid—household dust.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집 안 먼지 이다.

According to a study, most household dust
의

심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집 안 먼지는 인간의
되

는

contains about ten different chemicals suspected
알

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렇다고)

진

or known to harm human health. These chemicals

알려진 약 열 가지의 각기 다른 화학 물질을 포함

come from a variety of sources typically found

하고 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보통 집 안에서 발견

inside the home.

되는 다양한 출처에서 온다.

Cancer-causing phthalates, for example, are found

예를 들어, 암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는 음식물 포

in things made of vinyl, such as food packaging.

장과 같은 비닐로 만들어진 것들에서 발견된다. 해

Other items that contain harmful chemicals

로운 화학 물질을 함 유한 또 다른 것들에는 화장

include cosmetics, baby products, and furniture.

품, 유아용품, 그리고 가구가 있다.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remove all of the dust

가정에서 모든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from your home, t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연구원

The researchers suggest washing your hands,

들은 손을 씻고, 바닥을 청소하고, 젖은 천으로 먼

축 축 한

vacuuming the floors, and dusting with a damp
cloth as often as possible.

서술: 밑줄 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
르게 고쳐 쓰시오.2

1
2

⑤ 일상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집 안의 먼지가 해로울 수 있다.
contains → contain, includes → include
1

지를 닦는 것을 가능한 한 자주 하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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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 (A), (B), (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초현실 주의자로

Salvador Dali, known as a great surrealist, used to
상

태

반

get ideas for paintings from a state of semi-sleep.
안

락

의

위대한 초현실주의자로 알려진 Salvador Dali 는

수면

자

반수면 상태에서 그림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곤 했

접시 위로

He’d sit in an armchair and hold a key over a plate

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바닥에 놓인 접시 위로

on the floor. When he fell asleep, the sound of the

열쇠를 들고 있곤 했다. 그가 잠이 들면, 그 접시에

깨

우

다

부딪치는 열 쇠의 소리가 그를 깨우곤 했다.

key hitting the plate would awaken him.
스케치하다

Immediately, he’d sketch the strange images seen
몽롱한 상태에서

in his dreamlike state. This type of image can be
지

속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보인 이상한 이미지들을 곧
바로 스케치하곤 했다.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는 그

seen in The Persistence of Memory, one of his most

의 가장 유 명한 작품 중 하나인 ‘기억의 지속’에서

famous works. In this painting, we can see the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녹아내리는 시계

images of melting watches, which represent the

들의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공간과

relativity of space and time.

시 간의 상대성을 표현한다.
시 각 적 인

경

험

Like Dali, we all have unusual visual experiences in
완전히

the moments before we fall fully asleep. Dali simply
발

전

시

켰

다

Dali 처럼 우리 모두는 완전히 잠들기 전의 순간에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한다. Dali 는 단지 그런 경

포착하다

험들의 일부를 포착하는 방법을 발전시킨 것뿐이

developed a way to seize some of them.

었다.

서술형: 윗글의 밑줄 친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영어로
쓰시오.2

1
2

③ known - hitting - which
unusual visual experienc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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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ome of the planet’s most poisonous creatures are

지구에서 가장 유독한 몇몇 생물이 호주에서 발견

found in Australia. Now, a team of scientists there

된다. 지금 그곳의 한 과학자팀이 거미 독을 이용

has used spider venom to make an important

해서 진통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중

진

통

제

요한 발견을 했다.

discovery that could help improve painkillers.
독

마 비 시 키 다

물론, 거미는 사냥감을 마비시키기 위해 독을 이용

Spiders, of course, use venom to paralyze their
사 냥 감

prey. The scientists figured out how this venom
경

로

한다. 그 과학자들은 이 독이 작용하는 방식을 알

works. It blocks the pathway responsible for

아냈다. 그것은 두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역할

sending pain signals to the brain.

을 하는 경로를 차단한다.

독

The venom of one particular spider, the Borneo

한 특정 거미, 주황색 장식이 있는 보르네오 타란

orange-fringed tarantula, has the right

툴라의 독은 의사들이 쓰는 진통제로 사용되기에

characteristics to be used as a painkiller by doctors.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

Most importantly, the scientists believe that

학자들은 거미 독으로 만들어진 진통제는 중독성

painkillers made from spider venom won’t be

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D 이는 지속적인 통증으

중

독

적

인

addictive. This will make them much safer to use
지

속

적

인

제 가 훨씬 더 안전하게끔 만들 것이다.

on patients suffering from constant pain.

1

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하기에 그 진통

④ Using Poison to Help People in Pa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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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

지 않은 것은?1
여행

문서

일

반

적

인

필

수

품

Travel papers weren’t a ① common necessity in
일 반 적 으 로

선

원

과거에는 여행 문서가 일반적인 필수품이 아니었
들

the past. Generally, they were only used by sailors

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traveling from port to port. By the end of the 19th

선원들만 사용했었다. 하지만 19 세기 말쯤의 철

century, however, railroads had made traveling

도 체계는 유럽 전역의 이동을 훨씬 더 쉽게 만들

around Europe much easier.

었다.

없앴다

So most countries got rid of the papers that had

그래서 대부 분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의 여행에

been ② required for travel to other nations. As a

요구했던 문서를 없앴다. 결과적으 로, 20 세기의

result, Europe’s borders were more or less ③

시작과 함께 유럽의 국경은 거의 폐쇄되었다(→

closed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개방되었 다).

This, however, was changed by World War I. The

하지만, 이는 제 1 차 세계대전에 의해 바뀌었다.

수립하다

UK was the first nation to set up a passport system

영국이 오늘날 우리 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여권

like the one we ④recognize today. People were

시스템을 수립한 최초의 나라였다. 사람들 은 자신

given a piece of paper that contained their picture

의 사진과, 다른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받았다.

and other information. After some small changes

1920 년대에 몇 가지 작은 변화를 거쳐, 이 여권

made in the 1920s, these passports became the

은 모든 국제 여행의 표준 디자인이 되었 다.

표

준

디

자

인

standard design for all ⑤ international travel.

1

③ open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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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기초세우기 9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5. California Band Camp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1
평

범

한

The California Band Camp is not an ordinary

캘리포니아 밴드 캠프는 평범한 여름 캠프가 아닙

summer camp. Instead of swimming, hiking, and

니다. 수영과 하이킹, 낚시 대신에, 캠프 참가자들

fishing, campers learn all about playing in a rock

은 록 밴드에서 연주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 을 배

band.

웁니다.

This special summer camp is designed to give kids

이 특별한 여름 캠프는 7 세에서 13 세의 아이들

aged 7 to 13 the opportunity to write, rehearse,

에게 그들 자신만의 록 음악을 작곡하고, 연습하

perform, and record their own rock music. At the

고, 연주하며, 녹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camp, students attend instrument lessons,

졌습니다. 캠프에서 학생들은 악기 수업, 작곡 수

작곡

수업

업과 밴드 연습에 참석합니다.

songwriting classes, and band rehearsals.
참

여

하

다

They also participate in workshops led by famous

그들은 또한 유명한 음악가들이 지도하는 워 크숍

musicians and have the chance to build friendships

에 참가하며, 진지한 음악적 열망으로 가득 찬 다

with other young people full of serious musical

른 어린 사람들과 우정을 쌓을 기회도 갖습니다.

ambition. If your child dreams of being a rock star,

만일 당신의 자녀가 록스타가 되기를 꿈 꾼다면,

he or she shouldn’t miss the chance to spend the

그 아이는 이 캠프에서 여름을 보낼 기회를 놓쳐서

summer at this camp.

는 안 됩니다.

1

③ 악기 수업에 쓸 각자의 악기를 가져와야 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