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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Al-Jazari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l-Jazari (1136-1206) / was a Muslim scholar, inventor, 

mechanical engineer, artisan, artist / and mathematician. 
기 계 의 공 학 자 장 인

Al-Jazari(1136–1206)는 / 이슬람의 학자이자, 발명가, 기계 설계자, 장

인, 예술가 / 및 수학자였다. 

He is best known / for writing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in 1206. 
독 창 적 인 기 계 적 인 , 기 계 의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 1206년에 ‘독창적인 기계 장치 지식에 관한 

책’을 쓴 것으로. 

He is remembered / for his automation designs, / 

including water-operated ones.

그는 기억된다 / 그의 자동장치들로, / 물로 작동되는 것을 포함한. 

Most of them are decorative fanciful objects, / though 
장 식 적 인 상 상 의

some also serve a function. 

그러한 자동장치들의 대부분은 장식용으로 만든 별난 물건들이다, / 비록 

몇몇은 또한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Al-Jazari constructed a hand washing automation / first 
자 동 화 , 자 동 화 장 치

employing the flush  mechanism / now used in 
(물로) ~을 씻어 내다 기 계 장 치 , 작 용 원 리

modern toilets. 

Al-Jazari는 손 씻기 자동장치를 개발하였다 / 수세식 기계 구조를 처음으

로 사용한 / 지금도 현대적인 화장실에 사용되는

Al-Jazari(1136–1206)는 이슬람의 학자이

자, 발명가, 기계 설계자, 장인, 예술가 및 수

학자였다. 그는 1206년에 ‘독창적인 기계 장

치 지식에 관한 책’을 쓴 것으로 가장 잘 알려

져 있다. 그는 물로 작동되는 것을 포함한 자

동장치를 설계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러한 

자동장치들의 대부분은 장식용으로 만든 별

난 물건이지만, 몇몇은 또한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Al-Jazari는 지금도 현대적

인 화장실에 사용되는 수세식 기계 구조를 처

음으로 사용한 손 씻기 자동장치를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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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eatures an automation / standing by a basin / that is 

filled with water. 

사용자가 레버를 당길 때, / 물이 나오고 / 옆에 서있던 자동장치가 세면대

의 물을 다시 채운다.

 When the user pulls the lever, / the water is released / 

and the automation refills the basin.

그것은 자동장치로 구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세면대 옆에 서있는 / 물

로 채워진

Leonardo da Vinci is said / to have been influenced / by 

the classic automations of Al-Jazari. 

Leonardo da Vinci가 말 된다 / 영향을 받았다고 / Al-Jazari의 고전적 

자동장치에. 

Al-Jazari appears / to have been the first inventor / to 

display an interest / in creating human-like machines / for 

practical purposes / such as using the environment for 

human comfort. 

Al-Jazari는 보인다 / 첫 번째 발명가였던 것처럼 /  흥미를 보인 / 인간과 

유사한 기계를 창조하는 데 / 실용적인 목적으로 /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그것은 물로 채워진 세면대 옆에서 서있는 자

동장치로 구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용자

가 레버를 당기면 물이 나오고 옆에 서있던 

자동장치가 세면대의 물을 다시 채운다. 

Leonardo da Vinci가 Al-Jazari의 고전적 

자동장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Al-Jazari

는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것

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기

계를 창조하는 데 흥미를 보인 첫 번째 발명

가였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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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hony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merican social reformer / and leader of the movement 

for women’s suffrage (the right to vote), / Susan B. 
투 표 권

Anthony was a determined pioneer / of women’s equally 

and other social causes. 
대 의 , 큰 뜻

미국의 사회 개혁가이며 / 여성 투표권 운동의 지도자인, / Susan B. 

Anthony는 결연한 개척자였다 / 여성평등과 다른 사회적 대의의. 

With Elizabeth Cady Stanton, / whom she met in 1851, / 

Anthony was the principal organizer and ideological 

voice / of the 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 / that 

they formed in 1869. 

 Elizabeth Cady Stanton과 함께, / 1851년에 Anthony가 만난, / 그녀

는 주요 설립자이며 이념적 대변자였다 / 미국 여성 투표권 협회의 / 그들

이 1869년에 조직한. 

Anthony led a group of women / to the pools in Rochester, 

New York, in 1872 / to test women's suffrage /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Anthony는 한 무리의 여성들을 이끌고 갔다 / 1872년에 뉴욕의 로체스

터에 있는 투표소로 / 여성의 투표권을 시험하기 위해 / (미국연방 헌법) 

수정 제14조 하에서. 

미국의 사회 개혁가이며 여성 투표권 운동의 

지도자인 Susan B. Anthony는 여성평등

과 다른 사회적 대의의 결연한 개척자였다. 

1851년에 Anthony가 만난 Elizabeth 

Cady Stanton과 함께 그녀는 그들이 1869

년에 조직한 미국 여성 투표권 협회의 주요 

설립자이며 이념적 대변자였다.  Anthony는 

미국연방 헌법 수정 제14조 하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시험하기 위해 1872년에 뉴욕의 

로체스터에 있는 투표소로 한 무리의 여성들

을 이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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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arrest, trial, / and sentence of a fine / that she refused 

to pay / became a model for other suffrage protests. 

그녀의 체포, 재판, / 그리고 벌금의 선고는 / 그녀가 내기를 거부한 / 다른 

투표권 시위들에 본보기가 되었다. 

Although she did not live to see / woman gain the vote, / 

Anthony’s single-minded advocacy / of equal justice for 

woman / has been credited / with helping to win social 

and political gains for women / and launching the 

women’s movement / in the twentieth century. 

비록 그녀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 여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을, / 

Anthony의 한결같은 지지는 /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의에 대한 / 공이 있

다고 여겨져 왔다 / 여성을 위한 사회·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을 도운 것과 

/ 여성 운동을 시작한 것에 /  20세기의

그녀의 체포, 재판, 그리고 그녀가 내기를 거

부한 벌금의 선고는 다른 투표권 시위들에 본

보기가 되었다. 비록 그녀는 여성이 투표권

을 얻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의에 대한 Anthony의 한결같

은 지지는 여성을 위한 사회·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을 도운 것과 20세기의 여성 운동을 

시작한 것에 공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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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The Springbok emblem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

는 것을 고르시오.

The Springbok emblem was worn / by South African 

national sporting teams /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스프링복 문양은 패용되었다 / 남아공 국가 대표팀들에 의해 / 거의 20세

기 내내. 

It continues to be worn / by the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team today, / known universally as the Springboks. 

이것은 계속 패용되고 있다 / 남아공 국가대표 럭비 팀에 의해 오늘날에

도, / 세계적으로 스프링복스라고 알려져 있는. 

The designation began / on South Africa’s first rugby tour /  

to the British Isles in 1906.

이 명칭은  (사용되기) 시작했다 / 남아공 럭비 팀의 최초의 투어에서 / 

1906년 영국제도로 (원정경기를 떠난). 

Team captain Paul Roos coined the term / to prevent the 

British press / from inventing one for them. 

팀의 주장인 Paul Roos는 그 명칭을 고안해냈다 / 영국 언론이 못하도

록 하기 위해 / 자기네들을 (임의로) 부르는 말을 만들어 내지. 

The 1906 Springboks were highly successful, / winning 

nearly all their matches  / including Wales, the top British 

Isles nation at the time.

1906년의 스프링복들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겼다 / 

그 당시 영국제도의 최강팀인 웨일즈와의 경기를 포함하여

스프링복 문양은 남아공 국가 대표팀들에 의

해 거의 20세기 내내 패용되었다.  이것은 세

계적으로 스프링복스라고 알려져 있는 남아

공 국가대표 럭비 팀에 의해 오늘날에도 계

속 패용되고 있다. 이 명칭은 1906년 남아

공 럭비 팀이 최초로 영국제도로 원정경기를 

떠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팀의 주장인 

Paul Roos는 영국 언론이 자기네들을 (임의

로) 부르는 말을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명칭을 고안해냈다. 1906년의 스프

링복스들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 당시 영국

제도의 최강팀인 웨일즈와의 경기를 포함하

여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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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fter, / South Africa’s national Sporting teams / wore 

the emblem / until the 1990s. 

그 이후로, / 남아공 국가 대표팀들은 / 패용하였다 그 문양을 / 1990년대

까지. 

The Springbok emblem / proved to be highly divisive / as 
분열을 초래하는

national sporting teams were limited / to the white minority 

population / until the 1980s. 

스프링복 문양은 / 큰 불화의 상징임이 확인되었다 / 대표 팀들의 문호가 

국한되었기 때문에 / 소수의 백인 국민들에게만 / 1980년대까지 

For whited South African, / the emblem was a symbol / of 

pride and national sporting power. 

백인 남아공 국민들에게는, / 그 문양이 상징이었다 / 자부심과 국가적 스

포츠 권력의. 

그 이후로 남아공 국가 대표팀들은 그 문양

을 1990년대까지 패용하였다. 스프링복 문

양은 대표 팀들의 문호가 1980년대까지 소

수의 백인 국민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큰 불화의 상징임이 확인되었다. 백인 남아

공 국민들에게는 그 문양이 자부심과 국가적 

스포츠 권력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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