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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시험을 앞두고 독해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실전에서 독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확하고 빠르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을 찾아낸다

는 것입니다. 

모든 독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논

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정답

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석강 ENGLISH READING에서는 독해 문제를 유형별로 구성해서 이에 대한 풀이 방식을 익

숙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실전 독해 130제 2.0은 실제 문제와 동일한 배열방식 및 난

이도로 구성하여 실전에서의 대처능력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어 독해 고득점을 위해서는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총 1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은 8문제 내지 9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문제 또는 5문제를 시간을 정해 놓고 풀고 난 후, 적어도 한 개의 지문을 주제와 글

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장 구조와 해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읽고 공부하기를 권합 

니다. 

실전 독해 130제 2.0은 독해 실전 감각을 올리기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중에 독해 실력뿐 아니라 어휘 실력이 향상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

고 분명히 영어 고득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편저자에게 늘 도움을 아끼지 않는 ACL 커뮤니케이션의 김중근 대표님께 감

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ACL 커뮤니케이션의 모

든 직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석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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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0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rama is doing. Drama is being. Drama is such a normal thing. It is something that we 

all engage in every day when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s. You get up in the morning 

with a bad headache or an attack of depression, yet you face the day and cope with other 

people, pretending that nothing is wrong. You have an important meeting or an interview 

coming up, so you talk through the issues with yourself beforehand and decide how to 

present a confident, cheerful face, what to wear, what to do with your hands, and so on. 

You’ve spilt coffee over a colleague’s papers, and immediately you prepare an elaborate 

excuse. Your partner has just run off with your best friend, yet you cannot avoid going in 

to teach a class of inquisitive students. Getting on with our day-to-day lives requires a 

series of civilized masks if we are to maintain our dignity and live in harmony with others.

① Dysfunctions of Drama

② Drama in Our Daily Lives

③ Drama as a Theatrical Art

④ Dramatic Changes in Emotions

어 구    

drama 연극, 드라마    being 실재, 존재    normal 평범한    engage in ~을 하다    face 직면하다, 받아들이다    attack 발병, 공격    

depression 우울증    cope with 대하다, 대처하다    pretend ~인 체하다    come up 다가오다    beforehand 미리    

present 보여주다, 나타내다    confident 자신감 있는    cheerful 쾌활한    and so on 기타 등등    spill 엎지르다    colleague 동료    

immediately 즉시    prepare 준비하다    elaborate 정교한, 공들인    excuse 변명    partner 애인, 파트너    

run off with ~와 눈이 맞아 달아나다    avoid 피하다    go in to teach a class 수업에 들어가다    inquisitive 호기심이 많은    

get on with ~을 해나가다    day-to-day life 일상생활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a series of 일련의    

civilized 교양 있는, 고상한    maintain dignity 품위를 유지하다    live in harmony with ~와 사이좋게 지내다    

dysfunction 역기능, 기능장애    theatrical art 무대 예술    dramatic 극적인    emotion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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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독 직해  

Drama is doing. Drama is being. Drama is such a normal thing. 

연극은 행위이다.  연극은 실재이다.  연극은 대단히 평범한 것이다.

It is something / that we all engage in (every day) / when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s. 

드라마는 어떤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는 (매일) /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You get up in the morning / with a bad headache or an attack of depression,/ yet you face the day / and cope with 

other people,/ pretending that nothing is wrong.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다. / 심한 두통이나 우울증의 발병과 함께 / 하지만 당신은 그날을 받아들이고 /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 척 하면서 

You have an important meeting or an interview (coming up),/ so you talk through the issues with yourself (beforehand) 

/ and decide / how to present a confident, cheerful face, what to wear, what to do with your hands, and so on. 

당신은 중요한 회의 또는 인터뷰가 있다 (다가오는)./ 그래서 당신은 그 문제들을 당신 자신과 얘기해 본다. (미리) / 그리고 결정한다. / 

자신감 있고 쾌활한 표정을 어떻게 보여줄지, 무엇을 입을지, 손으로는 무엇을 할지 기타 등등을

You’ve spilt coffee over a colleague’s papers,/ and (immediately) you prepare an elaborate excuse. 

당신이 동료의 서류에 커피를 쏟았다 / 그러면 (즉시) 당신은 정교한 변명을 준비한다. 

Your partner has just run off with your best friend,/ yet you cannot avoid / going in to teach a class / of inquisitive 

students. 

당신의 애인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 / 하지만 당신은 피할 수 없다 /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의 

Getting on with our day-to-day lives / requires a series of civilized masks / if we are to maintain our dignity / and 

live in harmony with others.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 일련의 교양 있는 가면을 필요로 한다. / 우리가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려면 /

해 석    

연극은 행위이다. 연극은 실재이다. 연극은 대단히 평범한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어떤 

것이다. 당신이 심한 두통이나 우울증의 발병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지만 당신은 그날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이상도 없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당신은 다가오는 중요한 회의 또는 인터뷰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미리 그 문제들을 당신 자신과 얘기해 본다. 그리고 

자신감 있고 쾌활한 표정을 어떻게 보여줄지, 무엇을 입을지, 손으로는 무엇을 할지 기타 등등을 결정한다. 당신이 동료의 서류에 

커피를 쏟았으면 즉시 당신은 정교한 변명을 준비한다. 당신의 애인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눈이 맞아 달아났지만 당신은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의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일련의 교양 있는 가면을 필요로 한다.

① 연극의 역기능

② 우리의 일상생활 속 연극

③ 무대 예술로서의 연극

④ 감정에서의 극적인 변화

해 설  

연극(드라마)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매일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련의 여러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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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0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 matter how satisfying our work is, it is a mistake to rely on work as our only source 

of satisfaction. Just as humans need a varied diet to supply a variety of needed vitamins 

and minerals to maintain health, so we need a varied diet of activities that can supply a 

sense of enjoyment and satisfaction. Some experts suggest that one can start by making 

an inventory - a list of the things you enjoy doing, your talents and interests, and even 

new things that you think you might enjoy if you tried them. It may be gardening, cooking, 

a sport, learning a new language, or volunteer work. If you shift your interest and attention 

to other activities for a while, eventually the cycle will swing again, and you can return to 

your work with renewed interest and enthusiasm.

① 다양한 비타민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성공적인 직장 생활은 일 자체를 즐김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일 외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④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어 구    

no matter how 아무리 ~이더라도   satisfying 만족스러운    mistake 잘못, 실수    rely on ~에 의존하다    source 원천

satisfaction 만족    just as ~, so ~: ~처럼, ~하다    varied 다양한    diet 식사, 음식    supply 제공하다    

a variety of 여러 가지의, 다양한    mineral 미네랄, 광물    maintain 유지하다    a varied diet of 다양한    sense 감각, 느낌

expert 전문가    suggest 제안하다    inventory 목록    list 리스트, 목록    talent 재능    interest 흥미, 관심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

gardening 정원 가꾸기, 원예    volunteer work 자원봉사    shift 바꾸다, 옮기다    attention 주의    for a while 잠시 동안

eventually 결국    swing 빙 돌다, 흔들다    renewed 새로워진    interest 흥미, 관심    enthusiasm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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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독 직해  

No matter how satisfying our work is, / it is a mistake / to rely on work / as our only source of satisfaction. 

우리의 일이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 잘못이다. / 일에 의존하는 것은 /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원천으로서 

Just as humans need a varied diet / to supply a variety of needed vitamins and minerals / to maintain health, / so we 

need a varied diet of activities / that can supply a sense of enjoyment and satisfaction. 

인간이 다양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 여러 가지의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 /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Some experts suggest / that one can start / by making an inventory - a list of the things you enjoy doing, your 

talents and interests, and even new things / that you think you might enjoy / if you tried them. 

몇몇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 시작할 수 있다고 / 목록을 만듦으로써 - 당신이 하기를 즐기는 것들의 리스트, 당신의 재능과 흥미,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것들 / 당신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 당신이 그것들을 시도한다면

It may be gardening, cooking, a sport, learning a new language, or volunteer work. 

그것은 정원을 가꾸는 일, 요리, 스포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또는 자원봉사일 수도 있다. 

If you shift your interest and attention to other activities / for a while, / eventually the cycle will swing again, / and 

you can return to your work / with renewed interest and enthusiasm.

당신이 당신의 흥미와 주의를 다른 활동들에 돌린다면 / 잠시 동안, / 결국 그 순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로 

돌아올 수 있다. / 새로워진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해 석    

우리의 일이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원천으로서 일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다양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 몇몇 전문가들은 목록을 만듦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당신이 하기를 즐기는 것들, 당신의 재능과 

흥미,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그것들을 시도한다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것들. 그것은 정원을 가꾸는 일, 요리, 스포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또는 자원봉사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당신의 흥미와 주의를 잠시 동안 다른 활동들에 돌린다면, 결국 그 

순환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당신은 새로워진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일로 돌아올 수 있다.

해 설  

이 글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일 외에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추’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다)와 

‘전문가의 제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일을 더욱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정답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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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0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armland provides more than just crops for human and animal consumption. It provides 

raw materials used to make building materials, paper, and fuels. The lives of many people 

also revolve around farming, which gives them the driving force that keeps them alive. 

Farmland, however, has slowly been eliminated by urban sprawl, in which people in urban 

areas spread into and take over rural areas. In the near future, urban sprawl is going to 

leave us with a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We need to be aware of the potential risks in 

future years and                                                         .

① move from urban areas to rural areas for living in farmland

② start to restrict urban sprawl and unnecessary development  

③ limit farming in rural areas and development in urban ares 

④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in a short period 

어 구    

farmland 농지    crop 농작물    consumption 소비    raw material 원료    building material 건축 자재    

revolve around ~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farming 농사, 농업    driving force 원동력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urban sprawl 도시 스프롤 현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spread 퍼지다    take over 장악하다, 인수하다    rural area 농촌 지역, 시골 지역    

shortage 부족    natural resource 천연자원    be aware of ~을 인식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restrict 제한하다    

unnecessary 불필요한    limit 제한하다    accelerate 가속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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