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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수험 영어 시험에서, 독해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독해  실력을 제대로 기르지 않고서는 영어 고득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

니다. 그럼에도, 독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대충 감으로 문제를 푸

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독해 부분을 손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로 공부해 나가면, 수험 영어의 독

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째, 독해란, ‘글쓴이의 생각인 주제’와 ‘글의 전개방법’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어떠한 생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글

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글쓴이의 의견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며, 독

해가 흥미로워지게  됩니다. 

둘째,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는, 지문에 나온 어휘를 확인하고 구문 분석을 하면서 

여러 번 복습해야 합니다. 영어를 잘 하고 싶다면, 일정량의 독해 지문을 반복적으

로 복습하면서,  여러 영어 표현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4개의 Part와 13개의 Chapte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말



Chapter 1. 주제문과 글의 논리적 구조에서는 독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제 기출예문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Chapter 2 ~ Chapter 13에서는 독해 문제를 그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 풀이 방식

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독해 지문의 모든 문장에 대해, 끊어 읽기 해설을 추가해 놓았습니

다. 이를  통해 실력이 다소 부족한 분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책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길잡이가 되고 합격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항상 여유를 가지고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ACL 커뮤니케이션

의 김중근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수

고를 아끼지 않은 ACL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직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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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문

02. 글의 논리적 구조



Change your thoughts,
and you change your world.

 - Norman Vincent Pe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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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주제문과 글의 논리적 구조01 주제와 분위기

01 주제문

독해란, 한글로 꼼꼼하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독해란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 바로 주제

문이며, 독해 지문은 이러한 주제문을 중심으로 다른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

제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주제문을 쓸 때 사용하는 여러 표현들  

1. 의견을 나타내는 여러 동사들 

believe (믿다), think (생각하다), say (말하다), suggest (제시하다), require (요구하다), request 

(요구하다) 등의 동사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 주어가 ‘글쓴이’이거나 ‘권위자, 연구단체, 

실험, 조사 등’이 될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2.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should (~해야 한다), ought to (~해야 한다) 등이 

있다. 

3. 중요한 의견을 나타내는 형용사  

important (중요한), necessary (필요한), essential (필수적인), vital (중요한), imperative (긴요

한) 등이 있다.

4. 여타 중요한 문장임을 나타내는 표현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not only A but also(A뿐 아니라 B도 또한), it is ~ that 강조구

문 등이 있다. 

5. 주의해야 할 문장 유형 

명령문 또는 의문문이 나올 경우, 글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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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와 분위기

  주제문의 위치 

  두괄식

독해 지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 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에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앞으로의 독해지문이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미리 알려줌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0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ildren who under-achieve at school may just have poor working memory rather 

than low intelligence. Researchers from a university surveyed more than 3,000 primary 

school children of all ages and found that 10% of them suffer from poor working 

memory, which seriously impedes their learning. Nationally, this equates to almost 

500,000 children in primary education being affected.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eachers rarely identify poor working memory and often describe children with this 

problem as inattentive or less intelligent.

① children’s identification with teachers at school 

② low intelligence of primary school children

③ influence of poor working memory on primary school children 

④ teachers’ efforts to solve children’s working-memory problem

어구

under-achieve 낮은 성적을 얻다, 목표에 미달하다   working memory 작동 기억    intelligence 지능   

researcher 연구자   survey 조사하다   primary school 초등학교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seriously 심

각하게   impede 방해하다   nationally 전국적으로   equate to ~와 같다, ~에 해당하다   affect 영향을 주다, 

침범하다   rarely 거의 ~ 않는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describe 묘사하다, 말하다   inattentive 부주의한   

intelligent 똑똑한, 총명한   identification 공감, 동일시   influence 영향   effort 노력   solve 해결하다,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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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주제문과 글의 논리적 구조

구문분석 

Children (who under-achieve at school) / may just have poor working memory / rather than low 

intelligence.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얻는) 아이들은 / 단지 나쁜 작동 기억력을 가진 것일 수 있다 / 낮은 지능보다는 

Researchers from a university / surveyed more than 3,000 primary school children (of all ages) / 

and found / that 10% of them suffer from poor working memory,/ which seriously impedes their 

learning. 
한 대학의 연구자들은 / 3,000명 이상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조사했다 (모든 연령의) / 그리고 밝혀냈다 / 그들의 10%

가 나쁜 작동 기억력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그들의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을

Nationally,/ this equates to almost 500,000 children (in primary education) / being affected. 
전국적으로 /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거의 500,000명의 아이들에 해당 한다 / 영향을 받고 있는 

The researchers also found / that teachers rarely identify poor working memory / and often 

describe children with this problem as inattentive or less intelligent. 
연구자들은 또한 밝혀냈다 / 교사들이 나쁜 작동 기억력을 거의 알지 못하며 /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부주의하거나 덜 똑똑한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논리 및 해설

이 글은 작동 기억력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석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얻는 아이들은 낮은 지능보다는 단지 나쁜 작동 기억력을 가진 것일 수 있다. 한 대학의 연구자

들은 모든 연령대의 3,000명 이상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의 10%가 나쁜 작동 기억력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그들의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영

향을 받고 있는 거의 500,000명의 아이들에 해당 한다. 연구자들은 또한 교사들이 나쁜 작동 기억력을 거의 알지 못하

며 이러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부주의하거나 덜 똑똑한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①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사들과의 공감대  ② 초등학교 아이들의 낮은 지능

③ 초등학교 아이들의 나쁜 작동 기억력의 영향   ④ 아이들의 작동 기억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사들의 노력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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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와 분위기

  but, however 다음에 오는 문장

글의 주제문을 but 또는 however 다음에 두는 것으로, 처음에 서술한 글과 대조의 글을 씀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체 지문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문장에 

주제문을 두는 경우가 가장 많다. 

0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In democratic countries any effort to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ress is rightly 

condemned. However, this freedom can easily be abused. Stories about people often 

attract far more public attention than political events. Though we may enjoy reading 

about the lives of others, it is extremely doubtful whether we would equally enjoy 

reading about ourselves. Acting on the contention that facts are sacred, reporters can 

cause untold suffering to individuals by publishing details about their private lives.

① Importance of facts   

② Freedom of the publication

③ Abused freedom of the press 

④ Subject of public attention 

어구

democratic 민주적인   effort 노력   restrict 제한하다   the press 언론   rightly 마땅히, 당연히   condemn 

비난하다, 선고를 내리다   abuse 남용하다   attract 끌다, 매혹하다  attention 관심, 주의   political 정치적인   

extremely 매우   doubtful 의심스러운   equally 동등하게, 똑같이  act on ~ 따라 행동하다   contention 주

장, 논쟁   sacred 신성한   cause 야기하다   untold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대한   suffering 고통  by ~ing: ~

함으로써   publish 발표하다, 출판하다   details 세부사항   private 사적인, 개인적인   publication 출판, 발표   

freedom 자유   subject 주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