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마스터 실전독해 1강
분석자료
Update 2022. 9. 29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0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뉴스와 관련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사건 들을 비교

균형있는

시각

When it comes to the news, / having perspective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균형 있는 시각을 염

involves an ability to compare present events with the

두에 두면, 우리는 뉴스가 시사하는 것과는

events in the past

반대로 거의 아무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

뉴스와 관련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으며 소수의 일들만 정말 놀랍고 거의 아무것

사건 들을 비교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도 절대적으로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

~에 관하여,~와 관련하여: about / regarding / as to / concerning /

게 된다.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

when it comes to / as for / in regard to[with] / in respect to / as

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 다양하고 사소하고

regards / as respects / with[in] reference t

복잡한 방식들로 많은 것들을 바꿀 뿐일 것이
다

균형있는

시각

깨 닫 는 다

With perspective in mind, we soon realize that contrary
to what the news suggests — hardly anything is totally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novel, few things are truly amazing and very little is

은 채우시오.2

absolutely terrible.

R_____ the news, ___________

균형 있는 시각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뉴스가 시사하는 것과는 반대로 거

involves an ability

의 아무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으며 소수의 일들만 정말 놀랍고 거의

to________________________. With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perspective in mind, we soon realize
that? contrary to what the news

The revolution will not mean the end of history; / it will
just change a lot of things in many different, small, and
복잡한

suggests — hardly anything is totally
novel, few things are truly amazing and
very little is absolutely terrible. The

방식으로

complicated ways.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 그것은 여러 다양하고 사
소하고 복잡한 방식들로 많은 것들을 바꿀 뿐일 것이다

revolution will not mean the end of
history; it will just change a lot of things
in many different, small, and
complicating w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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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o compare present events with the events in the past
Regarding / having perspective / compare present events with the events in the past /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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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적 인 입력하세요.
전망
텍스트를

The economic prospects are bad, but / we have
하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지만,우리는 지난 세기

강

experienced drops many times over the last century

동안 여러번 경기 하강을 경험했다. 심지어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지만,/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여러번 경기 하강을

최악의 시나리오들마저 우리가 몇십 년 전의

경험했다

생활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뿐인
데, 그때도 생활은 여전히 가능했다. 독감은
예 측 한 다

Even the worst scenarios only predict that we will return

잠시 해외 여행을 중단시키고 알려진 약으로

to a standard of living we had a few decades ago, / when

는 듣지 않을 것이지만, 연구실이 결국 그것

life was still possible.

을 이해하고 억제할 것이다. 홍수는 극적인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들마저 우리가 몇십 년 전의 생활수준으로 돌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그저 인구의

갈 것이라고 예측할 뿐인데, / 그때도 생활은 여전히 가능했다

일부에게만 영향을 줄 것이다.

독감

중 단 시 킨 다

A bad u may disrupt international travel and defeat
알려진

약

연

구

실

known drugs for a while, but / research laboratories will
억 제 하 다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은 채우시오.1

eventually understand and contain it.

The economic prospects are bad, but

독감은 잠시 해외 여행을 중단시키고 알려진 약으로는 듣지 않을 것이지

we experienced _______ many times

만, / 연구실이 결국 그것을 이해하고 억제할 것이다

over the last century. Even the worst

contain: prevent (a severe problem) from increasing in extent

scenarios only predict that we will

or intensit

return to a standard of living we had a
few decades ago, when life was still
dramatically (X)

The oods look dramatic, but / in the end they will

possible. A bad u may disrupt
international travel and defeat

affect only a part of the population
홍수는 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 결국 그것은 그저 인구의 일부에게만

unknown drugs for a while, but
research laboratories will eventually

영향을 줄 것이다.

understand and ______ it. The oods
look dramatic, but in the end they will
affect only a part of the pop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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