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 분석전문 블로그
모의고사 분석자료

Update 2017. 10. 14.

빠바 기초세우기 6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About 355 million people liv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ith so many countries and races in 

this huge region, what do its people have in 

common? Above all, they are linked by two factors: 
공 통 으 로 무 엇 보 다 도

language and religion. 

① Most people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peak the Arabic language. ②And the majority 
대 다 수 가

are Muslims, people who practice the religion of 
이 슬 람 교 실 천 하 가

Islam. ③Across most of the region, Allah is believed 

to be the only God, whose words are contained in a 

holy book called the Koran, written in Arabic. 
성 전 calling (X)

④ Scholars say that it took about 23 years to write 

this impressive book. ⑤Although the people of this 
감 명 깊 은 책

region are separated by national borders, these two 

factors give them a sense of unity.

서술: 윗글의 ①번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2

번역

약 3 억 5 천 5 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동과 북아프

리카에 산다. 이렇게 큰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국가와 

인종에도,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닌 것은 무엇일

까? A 무엇보다도, 그들은 언어와 종교라는 두 가

지 요소로 연결 되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랍

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회교도, 즉 이슬람

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대 부분의 지역에 걸쳐, 

알라가 유일신으로 믿어지며, 그의 가르침은 코란 

이라 불리는 성전(聖典)에 담겨 있는데, 코란은 아

랍어로 쓰여 있다. 

(학 자들은 이 감명 깊은 책을 쓰는 데 약 23 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이 지 역의 사람들은 비록 국경

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들

에게 동질감을 준다. 

 ④1

 The Arabic language is spoken by most people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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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Braille is a system of reading and writing that has 
점 자

been widely used by blind people since it was 

created by Louis Braille in 1821. It uses rectangular 

characters containing raised dots and is based on a 

method known as “night writing.” 

Night writing was created by Charles Barbier in 

response to Napoleon’s demand for a system of 

writing that could be used by soldiers in the dark. 

However, it was turned down by the French military 

for being too complicated. Louis Braille improved the 

system by correcting its major flaw—a person’s 

finger could not read a character without moving. He 

reduced the number of dots in each character from 

12 to 6, creating a new system that is still being 

used today.

서술: 윗글의 밑줄친 night writing 의 결점을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  2

번역

점자는 1821년 Louis Braille 에 의해 만들어진 

이래로, 시각장 애인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어 온 

읽기와 쓰기 체계이다. 그것은 도드 라진 점들을 포

함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자를 사용하며, ‘야간 문

자’라 고 알려진 방식에 기초한다. 

야간 문자는 어둠 속에서 군인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문자 체계에 대한 나폴레옹의 요구에 응하여 

Charles Barbier 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것은 너무 복잡해서 프랑스 군 대에 의해 거부되었

다. Louis Braille 는 그것의 주요 결점, 즉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글자를 읽을 수 없다

는 점을 수정함으로써 그 체계를 개선했다. 그는 각 

문자의 점의 개수를 12 개에서 6 개로 줄여 서, 오

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냈다. 

 ① the history of the Braile system1

 야간 문자는 너무 복잡하며 ,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글자를 읽을 수 없다.2

�2



리카수니 분석전문 블로그
모의고사 분석자료

Update 2017. 10. 14.

빠바 기초세우기 6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Russia’s Big Stone River is not what its name 

suggests. It is actually a long line of giant rocks 

stretching down the side of a mountain. It i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a rock slide about 

10,000 years ago. 

At that  time, there were glaciers on top of the 
그 당시에 빙 하

region’s mountains. The mountaintops were crushed 
산 꼭 대 기 에 부 서 졌 다

into giant rocks by the heavy weight of this ice. 

After the glaciers melted, the rocks began to slide 

down, creating the Big Stone River. It was given its 
만 들 어 냈 다

name because it looks like a river, not 

because________________. 

The “river” has been motionless since the original 
움 직 임 이 없 는

rock slide. Despite this, running water can be heard 

at the Big Stone River. The sound, however, is 

produced by small streams beneath the rocks.

번역

러시아의 Big Stone 강은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

과는 다르다. 그것은 사실은 거대한 바위들이 산기

슭을 따라 길게 뻗어 늘어선 것이다. 그 것은 약 1 

만 년 전에 낙석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산꼭대기에 빙하가 있었다.  

산꼭대기는 이 얼음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거대한 

바위들로 부서졌다. 빙하가 녹은 후에, 바위가 미끄 

러져 내려오기 시작해서, Big Stone 강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그것이 실제로 (강처럼) 흘러서가 아

니라,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다. 

그 ‘강’은 최초의 낙석 이래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다. 이에도 불구 하고, Big Stone 강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바위 

밑의 작은 개울에서 나는 것이다. 

 ⑤ it actually flo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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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eafood is a popular part of the American 
해 산 물

diet.______________, consumers are often given 

incorrect information when they buy fish. A 

conservation group recently tested more than 25,000 

fish samples from around the world. It was 

discovered that 20% of the samples were 

mislabeled. 

In other words, the fish in the package was different 

from the fish on the label. This number was even 

higher in the United States—nearly 30% of the 

American fish the group tested was 

incorrect.___________, they reported that 58% of 

the incorrectly labeled fish samples were substituted 
대 체 되 었 다

for a type of fish that was a potential health risk for 

pregnant women or children.
임 신 한

번역

해산물은 미국의 식사에서 인기 있는 부분이다. 유

감스럽게도, 소비자 들은 어류를 구입할 때 종종 잘

못된 정보를 얻는다. 최근에 한 자연보호 단체는 세

계의 2만 5 천 개 이상의 어류 표본을 검사했다. E 

표본의 20% 에 라벨이 잘못 붙여진 것으로 밝혀졌

다. 

다시 말해서, 포장속 어류가 라벨의 어류와 달랐다. 

미국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높아, 그 단체가 검사한 

미국 어류의 거의 30% 가 틀린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라벨 이 틀리게 붙은 어류 표본의 58% 가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잠재 적인 건강상의 

위험이 되는 종류의 어류로 대체되었다고 보고했다.

 ④ Unfortunately-In addi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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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mish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Amish living in Big Valley are very religious. 
신 앙 심 이 깊 은

They follow all kinds of strict rules. The reason for 
엄 격 한

these rules is to avoid pride in themselves, in how 
자 만 심

they think, and in how they look. 

They must look like everyone else. Men get the 

same haircut. No zippers are allowed on pants; 

buttons are not allowed on jackets. Women use 

straight pins to fasten  their clothes. Their hair must 
일 자 핀 고정시키기 위해

not be cut, and their heads must be covered. 
가 려 지 다

The idea is to avoid being stylish or drawing 
유행을 따르는

attention to themselves. Furthermore, the Amish are 
이 목 을 끌 다

reluctant to use the technology of modern 
꺼 리 다

civilization, so they refrain from using modern 
삼 가 한 다

devices such as cars or mobile phones. They 

believe an appearance-oriented lifestyle and modern 
지 향 적 인

conveniences can bring greed and vanity.
문 명 의 이 기 탐 욕 허 영 심

번역

Big Valley 에 살고 있는 아미시 교도들은 매우 신

앙심이 깊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엄격한 규칙들을 

따른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에 대

한,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외모에 

대한 자만심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아 보여야 한다. 남자

들은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다. 바지에 지퍼를 다는 

것도 허용되 지 않고, 재킷에 단추를 다는 것도 허

용되지 않는다. 여자들은 옷을 고정 시키는 데 일자

형의 핀을 사용한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며, 

머리는 가려져야 한다. 그

 목적은 유행을 따르거나 그들 자신에게 이목이 쏠

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아미시 교도

들은 현대 문명의 기 술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서, 

자동차나 휴대 전화와 같은 현대식 기기의 이용을 

삼간다. 그들은 외모 지향적인 생활 방식과 문명의 

이기(利器)가 탐욕과 허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믿는다.

  사고방식과 외양에 자신감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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