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해전략
안미정 영어

R e a d i n g 

s t r a t e g y

최신판

안
미
정 
편
저



ACL 안미정 영어 독해전략



PREFACE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하나의 글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나 구문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문법 또는 구문학습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장 해석에만 치중해서는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없습

니다.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제 수준의 난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제는 나무만이 

아닌 전체 숲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읽기만 하고 이해 없이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에 

흔들리곤 합니다. 

따라서 수동적인 독자가 아닌 능동적인 필자의 입장이 되어서 전체 글의 단락구조방식을 어떻

게 구성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시험에 등장하는 독해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전략을 분석

합니다. 모든 글에는 ‘소재(핵심어; key words)’가 있고, 그 소재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point of view)’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리딩스킬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지문을 읽으면서 요지와 주제를 시간 내에 파악하고, 

지문에서 정답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또한, 지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둔하고 막연한 글 읽기가 아닌 전략적인 문제풀이에 익숙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해력의 범주를 뛰어넘어 글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타당성이나 문맥 추

론과 같은 심도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독해사고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Sophia Ahn (안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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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목, 요지, 주장
(글의 주요 메시지를 찾아내기)

*단서(clue)를 찾아라!   
전체 글의 단락 구조 방식을 분석하면 중심 문장(Topic Sentence)은 1~2문장 정도이다. 그 나머지 내용은 부연 설

명(Supporting Details)에 해당된다. 글쓴이는 주요 문장을 나타내는 시그널 힌트(Signal Hint)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부터 언급될 11가지 리딩스킬을 숙지하여,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자. 

CHAPTER

01



8  ACL 안미정 영어 독해전략

Reading
S k i l l

01 역접의 구조에 주목하라!

주로 글 앞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언급되고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등의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 뒤에는 필자의 주장, 즉 글의 요지가 담겨 있다. 

역접의 구조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
Many[Some/Most] people say[believe/think] that ~ 
It’s widely believed[said] that ~

역접의 연결어 

however
but
yet
contrary to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nonetheless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표현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니다)

It i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CHAPTER 01  9

예제 01-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s widely believed that the majority of the world’s research papers are now 

published in English. It is not obvious, however, whether such high percentages for 

English provide an accurate picture of languages selected for publication by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The main difficulty is bias in the databases from which these high 

percentages are typically derived. The databases are those founded by the major services 

which are mainl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se services have tended to 

preselect papers that are written in English. Indeed, no Arabic language science journal 

was consistently included in the Science Citation Index in the mid-1980s. We can 

hypothesize from this discussion that the role of English in research may be considerably 

�������	

① 학술계에서 영어에 대한 평가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② 세계 연구 논문의 대다수가 영어로 출판된다. 

③ 연구 분야에 있어서 영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④ 영어로 된 연구 논문 비율이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다. 

정답이유  글의 첫 문장에 ‘It’s widely believed that~(~로 믿어져 왔다, 널리 알려져 왔다)’라는 표현은 주로 통념을 나타낸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연결어인 ‘however(그러나)’ 뒤에 필자의 주장, 즉 요지가 드러난다. ‘영어에 대한 그러한 높은 비율이 전 세계 

연구원들이 출판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의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④이다. 

해석  세계 연구 논문의 대다수가 현재 영어로 발표되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어에 대한 그러한 높은 비율이 

전 세계 연구원들이 출판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의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높은 비율이 

일반적으로 파생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편향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미국에 위치한 주요 서비스에 의해 설립된 데이터베이스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미리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과학 인용 지수에 아랍어 

과학 저널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논의를 통해 연구 분야에서 영어의 역할이 상당히 부풀려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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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people believe that they will be free of their anger if they express it, and 

that their tears will release their pain. This belief derives from a nineteenth-centu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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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kettle in which negative feelings build up pressure. But no psychologist has ever 

succeeded in proving the unburdening effects of the supposed safety valves of tears 

and anger. On the contrary, over forty years ago, controlled studies showed that fits 

of anger are more likely to intensify anger, and that tears can drive us still deeper into 

depression. Our heads do not resemble steam kettles, and our brains involve a much 

more complicated system than can be accounted for by images taken from nineteenth-

century technology.

① Misunderstanding the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Brain Structure and Depression 

③ The Effect of Science on Neurology in the 19th Century 

④ Differentiation of Brain Responses according to Emotions

정답이유  감정을 증기 주전자와 같이 생각하고 분노와 눈물로 표출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19세기의 

생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으며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감정 표출의 효과에 대한 

오해’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눈물이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은 

감정에 대한 19세기의 이해에 그 기원이 있는데 이 믿음은 평평한 지구라는 생각처럼 사실이 아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뇌는 부정적인 

감정이 압력을 키우는 증기 주전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어떤 심리학자도 지금까지 눈물과 분노의 안전밸브로 추정되는 것의 부담 경감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40년이 넘는 동안의 통제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분노의 폭발이 분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더 많으며 눈물이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우울증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머리는 증기 주전자를 닮지 않았으며 우리의 뇌는 

19세기 과학기술이 이끌어낸 이미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다.

선택지 해석  

① 감정 표출의 효과에 대한 오해

② 두뇌 구조와 우울증의 관계

③ 19세기 과학이 뇌신경학에 미친 영향

④ 감정에 따른 두뇌 반응의 상이성

어휘  release 풀어 놓다, 방출하다 / derive from ∼로 끌어내다, ∼에서 시작하다 / negative 부정적인 / psychologist 

심리학자 / unburden 부담을 덜어주다 / supposed 가정의, 추정된 / on the contrary 이와 반대로, 도리어 / fit 감정의 폭발, 발작 / 

intensify 강화하다 / depression 우울증 / resemble 닮다 / complicated 복잡한 / account for 설명하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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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 you’re too busy or too lazy to add a personal touch to gifts. Who cares? Nobody 

has ever complained. Besides, it wouldn’t be much fun if the recipient of a gift 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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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s. Of course you have to put a little more effort and thought into it than you do 

%�����������
������
�
����������������������
������&��%�����������������������������

so rewarding to give and receive. People are always touched by it, which increases the 

value of the gift and makes it worth keeping.

① 노력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 더욱 가치 있다.

②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선물하는 게 중요하다.

③ 개인적인 부탁을 할 때는 성의가 담긴 선물을 준비한다.

④ 지나치게 비싼 선물은 받은 사람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답이유  역접의 접속사로 이어지는 ‘But personalizing a gift ~’ 문장을 읽으면 필자의 생각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손길을 담아 준비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게 보람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글의 요지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자, 당신은 선물에 직접 손길을 담기에 너무 바쁘거나 게으르다. 누가 신경 쓰겠는가? 아무도 불평한 적이 없다. 게다가 

선물에 더 개인적인 손길을 담으려는 당신의 어설픈 노력을, 선물을 받는 사람이 놀려댄다면 그것도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선물에 개인적인 손길을 더한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당신은 

인터넷이나 잡지, 책에서 당신의 특별한 선물을 위한 영감을 빨리 얻을 수 있다. 물론 흔한 기성품 선물을 고를 때보다 노력과 생각을 

더 많이 쏟아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개인적 손길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보람된 이유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선물에 

감동하고, 이 점이 선물의 가치를 높여 그것을 소장할 가치가 있게 만든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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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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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just presume that everybody knows what’s on your mind. However, many people are 

afraid to state their sensitive feelings in plain words. Instead, they drop hints in the hope 

that you will get the hint. There’s a woman who kept turning the volume down during 

TV commercials. She wanted her husband to talk to her more during the breaks. But 

he didn’t get the hint, and just picked up the sports pages, and she got even more upset. 

Strategies like hers are stupid. Being indirect can be emotionally costly. Hints are far too 

hard to be understood. In any case, even if the message is well understood, nobody likes 

to hear about your feelings secondhand.

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한다.

②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완전히 이해되기 어렵다.

③ 언어 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④ 민감한 주제의 대화일수록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이유  첫 문장에서 원하는 것을 실제로 말해야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한 후,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해석  건강한 의사소통의 일부는 사실, 말할 필요가 있는 걸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알아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힌트를 던진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볼륨을 줄인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광고 동안에 자신과 더 

얘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편이 힌트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냥 스포츠 신문을 집어 들자 아내는 훨씬 더 화가 났다. 그녀가 한 것과 같은 

전략은 어리석다. 간접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답   ②



CHAPTER 01  13

Reading
S k i l l

글의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 그 뒤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이 나열된다. 다음에 나열되는 예시 표현들

을 보고 첫 문장에서 주제를 찾는다.

예시임을 알리는 단서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Let’s take some examples. 

시간/조건의 부사절 

(~할 때 / ~한다면)

when

if 

그 외, 예시임을 나타내는 단서들

정확한 지명 (ex. In Seoul) 

정확한 년도 (ex. In 1981) 

수치표현 (ex. 50%, 35 years)

고유명사 (ex. ABC organization) 

예증의 구조에 주목하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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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2-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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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 our perception and behavior. Most of us are also naive realists: we te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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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eople rarely behave or interpret experience according to our cultural plan. For 

example, an American anthropologist attempted to tell the classic story of Hamlet to Tiv 

elders in West Africa. She believed that human nature is pretty much the same the whole 

world over; at least the general plot and motivation of the great tragedy would always 

be clear. But, at each turn in the story when she told it, the Tiv interpreted the ev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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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of the classic play. 

① the way of gaining cultural knowledge 

② tragic characteristics of classic plays 

③ the positive function of culture as a mirror of reality 

④ cultural distinctions in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정답이유  ‘For example, ~’ 예시가 나오기 전의 문장이 주요문장일 가능성이 크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상이한 문화적 

지식을 이용하여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인식과 

해석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해석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획득하는 문화적 지식을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또한 순진한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화들은 서로 다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적 모형에 맞추어서 행동하거나 경험을 해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인류학자가 <햄릿>이라는 고전적 이야기를 서아프리카의 티브 족 노인들에게 들려주려고 시도했다. 그녀는 인간의 본성이 

세계 전역에서 아주 많이 비슷할 거라고 믿었다. 최소한 그 위대한 비극 작품의 일반적인 줄거리나 동기는 항상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들려주었을 때 이야기가 전환될 때마다, 티브 족 사람들은 <햄릿>에 나오는 사건들과 모티브들을 그들 자신의 

문화적 지식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고전적 희곡 작품의 매우 다른 버전이 나오게 되었다. 

어휘  perception 지각, 인식 / naive 순진한, 소박한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plot 줄거리, 플롯 / version 변형, 판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