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 분석전문 블로그
모의고사 분석자료

Update 2017. 10. 14.

빠바 기초세우기 5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Cuzco, a city in modern-day Peru, was once an 
한 때

important part of the ancient world. One of the 

oldest cities in the Americas, it was the capital of 
수 도

the Inca Empire. In the 15th century, this empire 
제 국

was the largest in the world, stretching across 
뻗 어 있 다

most of the west coast of South America. Although 
해 안

there were only about 40,000 Incas, they 

controlled about 10 million people. 
지 배 했 다

Today, the remains of the Inca Empire are still 
유 적

found in Cuzco. Sacsahuaman, for example, is an 

ancient fort that took 80 years to build and contain 
요 새

stones that weigh as much as 300 tons. A plan to 

preserve the fort, which is located on the edge of 
보 존 하 다 요 새 위 치 해 있 다

the city, was developed in 2005 and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서술: 윗글의 밑줄 친 contain을 올바른 시제로 고쳐쓰시

오.2

번역

현대 페루의 한 도시인 Cuzco 는 한때 고대의 중

요한 지역이었다. 아메 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것은 잉카 제국의 수도였 다. 

15 세기에, 이 제국은 남아메리카 서해안 대부분

에 뻗어 있었고 세계 에서 가장 넓었다. 약 4 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잉카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은 약 

1 천만 명의 사람들을 지배했다. 

오늘날, 잉카 제국의 유적이 아직 도 Cuzco 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Sacsahuaman 은 건설하

는 데 80 년이 걸린 고대 요새로, 무게가 300 톤

에 달하는 바위들이 있다. A 그 요새는 도시 가장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

이 2005년에 수립되었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

이다.  

 ③ the ancient capital of the Inca Empire1

 contai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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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t 8 p.m., Jeff was still in his office. He had been 

trying to finish a project before he left for the day. 

Suddenly, the building began to move. Books fell  
떨어졌다

off their shelves. People were screaming. Although 
비 명 을 질 렀 다

it seemed as if things were moving for several 

minutes, the shaking actually lasted just 15 

seconds. 

Even before the building stopped moving, people 

were trying to get out as quickly as possible. This 

wasn’t easy for those who had been working on 

the higher floors of the building. Following the 
따 라 서

safety rules, the electricity had been turned off, so 
안 전 수 칙

no elevators were working. Everyone ran down 
뛰 어 내 려 갔 다

emergency stairs in the darkness to escape from 

the building.

서술: 윗글의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

오.2

번역

저녁 8 시, Jeff 는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퇴근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하던 중

이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 다. 책꽂

이에서 책들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

다. 마치 물건 들이 몇 분 동안이나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흔들림은 실제 로 단지 15 초

간 지속했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그치기도 전에, 사람들 은 

가능한 한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건물의 고층에서 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것이 쉽지 않았다. C 안전 수칙에 따라 전 기가 차

단되어서, 어떤 승강기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건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둠 속

에서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③ urgent and chaotic1

 it seemed as if things were mov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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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A market research company believes that robots 

will have eliminated 6% of US jobs by 2021.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are likely to go 
상 담 원

first, followed by truck drivers and taxi drivers. 

These robots will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human behavior and make logical 

decisions. 

① At the moment, most of these robots are quite 

simple, so they can’t handle complex tasks. ② 
처 리 하 다

Over the next few years, however, we can expect 

to see more advanced robotic systems, such as 
진 보 된

those found in self-driving cars. ③ Self-driving cars 

have numerous features that have made them 

popular with consumers. 

④These cars have already been affecting taxi 

drivers around the world, reducing the number of 

available jobs. ⑤Although robots can help 

companies save money, it is clear that they are a 

growing threat to workers.

번역

한 시장 조사 회사는 년이면 로봇이 미국 일자리의 

를 없앨 거라고 생각한다. 고객 서비스 상담원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트럭 운 전사와 택시 기사가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로봇들은 인간 행동을 분

석 해 논리적인 결정을 하는 인공 지능을 이용할 

것이다. 

바로 지금은, 이 로봇들 대부분이 꽤 단순해서, 그

것들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로

봇과 같은 더 진보된 로봇 체계를 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 E 자율 주행 자동차 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자동차들은 이미 전 세계의 택시 기사들에게 영

향을 미쳐오고 있으며,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

를 줄이고 있다. 로봇은 기업들이 돈을 절약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긴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커지는 

위협임이 분명하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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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oday’s society, inheriting money has once again 
상 속 받 다

become a more common path to wealth than 

working hard, according to Thomas Piketty, a 

French economist. 

This is because a few people have the majority of 

the money and the interest they earn on this wealth 

is growing faster than the economy. It is a situation 

similar to that of the early 19th century, when the 

only way for a poor person to become wealthy was 

to marry a rich person. 

Today, rich people inherit more money than the 
상 속 받 다

average worker earns in a lifetime. They have been 

transferring their money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for years. This practice keeps wealth within 

a small number of families. As a result, social 

inequality is increasing and people are no longer 

motivated to work hard.

번역

프랑스 경제학자인 Thomas Piketty 에 따르면, 

오늘날 사회에서 돈을 상속받는 것은 열심히 일하

는 것보다 부로 가는 더 흔한 길이 다시금 되었다. 

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의 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들이 이런 부로 벌어들이는 이자가 경제가 성장하

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19 세기 초반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는 가난

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한 사람

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 을 상속받는다. F 

그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오랫동안 돈을 넘

겨 주고 있다. 이런 관행은 소수 집안 안에서 부를 

유지시킨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

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

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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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wins Brielle and Kyrie were born 12 weeks earlier 

than their due date. Due to the risk of infection, 
예 정 일

they were placed in incubators separately for 

intensive care. 
집 중 치 료

(C) Kyrie soon gained weight, and her condition got 
체 중 상 태 가

better. But Brielle, who weighed only two pounds at 
호전되었다

birth, still had trouble breathing. She also had 

heart problems, and her condition continued to 

worsen. Doctors did not expect her to live long. 
악 화 되 었 다

(B)Nothing the hospital nurse did seemed to help 
간 호 사

Brielle. So, as a last resort, the nurse placed the 

twins in the same incubator. She did this because 

she had once heard about the health benefits of 

doing so. When she returned later, she couldn’t 

believe what had happened. 

(A)The two girls had moved closer together in the 

incubator. Kyrie had put her arm around her sister, 

as if to support Brielle. This helped the weak girl. 

Soon Brielle’s condition stabilized, and her 
안 정 되 었 다

breathing and heart rate became normal.
정 상

번역

쌍둥이인 Brielle 과 Kyrie 는 예정일보다 12 주 

더 일찍 태어났다. 감 염의 위험 때문에, 그들은 집

중 치료를 위해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놓였다. 

( C ) Kyrie 는 곧 체중이 늘었고, 상태가 호전되

었다. 하지만, Brielle 은 태어났을 때 겨우 2 파운

드였는데 여전히 호흡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다. 

그녀는 또한 심장 질환이 있었고,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었 다. 의사들은 그녀가 오래 살 거라고 예

상하지 않았다. 

( B ) 병원 간호사가 하는 어떤 것도 Brielle 을 돕

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 수 단으로, 그 

간호사는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그

녀는 그렇 게 하는 것의 건강상 이점에 관해 예전

에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 게 했다. 그녀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 다. 

( A ) G 그 두 여자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서로 

더 가까이 움직였 다. Kyrie 는 마치 Brielle 을 격

려하듯이 자신의 팔을 여동생에게 둘렀 다. 이것이 

그 약한 여자 아기를 도왔다. 곧 Brielle 의 상태는 

안정되었 고, 호흡과 심박 수가 정상이 되었다.

 ⑤ (C)- (B)-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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