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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공부를 올바르게 하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118 문항으로 영어 독해를 마스터 합니다.

수험 영어에서 독해는 일반적으로 10문항이 출제되며 변별력 있는 문제가 3문항 이상 출제되는 가장 중요

한 영역입니다. 학원에서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은 독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

다는 것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수험생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점독해 118 교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해 드립니다.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특히 독해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점독해 118 공부 방법

독해 문제를 풀 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해

는 개개의 문장을 한글로 정확하게 옮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독해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즉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과목 공부와 병행하는 수험생이라면 한 번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이 독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적게는 2문제 많게는 5문제 정도를 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후에

는 주제문 및 글의 구조를 확인하고 개개의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단어 공부를 병행하면 됩니다. 

PREFACE



만점독해 118의 구성 및 특징

먼저 독해 문제를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해 문제 유형별로 출제 포인

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정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형의 문제를 혼합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해 실전 

감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 지문 왼편에 단어와 숙어의 뜻을 가능한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이를 참조하면 기본 어휘 실력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해 지문에 대한 정확한 구문 분석을 통한 끊어 읽기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장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근거를 해설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수험생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출제자가 독해 문제를 만든 방식을 이해하고 독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정확하게 공

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꼭 합격하고 보다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ACL 커뮤니케이션 김중근 대표님과 더 나은 교재를 위해 고생해주는 ACL 커

뮤니케이션의 모든 직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5월 

 제석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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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보다 한발 앞서는 독해 Tip

글을 쓴 사람은 글을 어떻게 쓸까

독해 지문에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글의 소재 및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것을 정해 놓고 글을 쓰게 됩니다. 

개개의 문장을 한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독해 지문을 풀고 난 후 나중에 공부할 때 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글의 소재 및 주제 그리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독자? 능동적인 독자?

글을 읽을 때에 글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장 속에 있습니다. 

수험생은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풀이 방법

독해에는 문제 유형별로 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도 있게 됩니다.

앞으로 샘과 함께 유형별 풀이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보다 쉽게 정답을 찾고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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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제목, 주제, 요지

모든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두 문제 이상 출제되며, 이 단원에서는 다른 독해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이 되는 독해 해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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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보다 한발 앞서는 독해 Tip

접근 방법

글쓴이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을까? 

즉 글의 논리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설 수 있습니다. 

글의 논리적 구조는 글을 쓰기 전에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쓴이가 정한 방

법입니다. 

독해 해법

❶ 해법 1 – 선택지 분석 

제목, 주제, 요지 등의 문제는 선택지 ①~④가 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선 선택지에서 key word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key word가 반복되고 있다면 선택지 간에 <비교 및 대조>, <주제를 다루는 범위의 차이>, <소

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비교 및 대조

① Reflect on Time that Surrounds You Now 

 현재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에 대한 숙고 

② Architecture of a Futuristic Life

 미래의 삶에 대한 건축 

* 출제자가 ①을 정답으로 하고 오답으로 현재(Now)와 비교되는 미래(Futuristic)를 ②의 오답으로 구성한 경우입니다.

(2) 주제를 다루는 범위의 차이 

① Processing and Analysis of Archaeological Finds

 고고학적 발견물의 처리와 분석  

② Various Laboratory Analysis of Archaeological Finds

 고고학적 발견물의 다양한 실험실 분석   

*  출제자가 ①을 정답으로 하고 ‘고고학적 발견물의 처리와 분석’의 범위를 좁혀서 ‘고고학적 발견물의 다양한 실험실 분

석’으로 오답 선택지 ②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  CHAPTER 01 제목, 주제, 요지



PART 01 유형편 • 13

(3)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① Camouflage: A Slight Edge

 위장: 약간의 우위

② Predators in Disguise

 변장한 포식자들   

*  출제자가 ①을 정답으로 하고 위장이 가지는 ‘약간의 우위’를 시각을 달리해서 변장한 ‘포식자들’로 오답을 구성한 경우

입니다. 

❷ 해법 2 – 지문 훑어보기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문장, 마지막 문장, however 다음 문장, for example 앞 문장, therefore 다음 문장, 연구 및 실험 결

과를 알려주는 문장, 글쓴이가 강조한 문장 등을 먼저 읽으면 글 전체의 내용을 보다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제목, 주제, 요지 등의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사, 여러 개의 시기 및 장소 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연결사 등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글을 구성한 글의 논리적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연결사 등이 없다면 글의 구조는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이 단계에서 선택지 중 정답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❸ 해법 3 – 지문 읽기 

이제 글을 읽어 내려갈 차례입니다. 

개개의 문장이나 단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독해 문제를 풀고 난 후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에는 글의 내용과 논리적인 구조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정답의 근거를 찾는다는 생각

을 가지고 글을 읽어 내려가면 더욱 좋습니다.

❹ 해법 4 – 정답 결정 

지문을 훑어볼 때 예측한 정답과 지문 전체를 읽고 난 후의 정답을 비교하면서, 정답이 된 근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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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제목, 주제, 요지 0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ise of cities and kingdoms and the improve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brought about new opportunities for specialization. 

Densely populated cities provided full-time employment not just for 

professional shoemakers and doctors, but also for carpenters, priests, 

soldiers and lawyers. Villages that gained a reputation for producing 

really good wine, olive oil or ceramics discovered that it was worth 

their while to specialize nearly exclusively in that product and trade it 

with other settlements for all the other goods they needed. This made a 

���������	��
����������	�������������������������	������������	������

your backyard if you can buy a smoother variety from a place whose 

soil and climate is much better suited to grape vines? If the clay in 

your backyard makes stronger and prettier pots, then you can make an 

exchange.

①��������������	���������	���	���������������������

② Ways to gain a good reputation for local specialties

③ What made people engage in specialization and trade

④ The rise of cities and full-time employment for professionals

 어구 

 rise 출현, 발흥   

  transport infrastructure  

교통기반시설   

  bring about  

~을 낳다, 초래하다   

  opportunity 기회   

  specialization 전문화   

  densely populated  

인구가 밀집한   

  full-time employment  

풀타임 일자리   

  shoemaker 구두장이   

  carpenter 목수   

  priest 성직자   

  reputation 평판, 명성   

  ceramic 도자기   

  discover 발견하다, 알게 되다   

  worth (one’s) while  

가치가 있는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exclusively 전적으로, 오로지    

  trade 교환하다, 거래   

  settlement 정착지, 촌락   

  goods 제품, 상품   

  make sense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why+동사원형~? 왜 ~해?   

  mediocre  

썩 좋지는 않은, 평범한   

  backyard 뒤뜰   

  variety 품종    

  suited 적합한, 알맞은   

  clay 점토   

  pot 항아리, 단지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local product 지역특산물   

  local specialty 지역특산물   

  engage in ~에 참여하다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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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이도 ★★ 정답 및 해설

직독 직해

The rise of cities and kingdoms / and the improve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 brought about new opportunities 

for specialization.

도시와 왕국의 출현과 / 교통기반시설의 개선은 /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낳았다. 

Densely populated cities provided full-time employment / not just for professional shoemakers and doctors, but also 

for carpenters, priests, soldiers and lawyers.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은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했다 / 전문적인 구두장이들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목수들, 성직자들, 군인들 및 변호사들에게도 

Villages (that gained a reputation / for producing really good wine, olive oil or ceramics) discovered / that it was 

worth their while / to specialize nearly exclusively in that product / and trade it / with other settlements / for all the 

other goods (they needed). 

마을들은 (평판을 얻은 / 정말 좋은 포도주, 올리브유 또는 도자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 가치가 있다는 것을 / 거의 전적으로 

그 제품만을 전문으로 하고 / 그것을 교환하는 것이 / 다른 촌락들과 /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상품들로

This made a lot of sense.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Climates and soils differ, / so why drink mediocre wine (from your backyard) / if you can buy a smoother variety / 

from a place (whose soil and climate is much better suited to grape vines)?

기후와 토양은 다르다 / 그렇다면 왜 (당신의 뒤뜰에서 나온) 썩 좋지 않은 와인을 마셔야 하는가 / 더 부드러운 품종을 살 수 있다면 / (그 

토양과 기후가 포도나무에 훨씬 더 적합한) 곳에서 나온 

If the clay in your backyard makes stronger and prettier pots, / (then) you can make an exchange.

당신의 뒤뜰의 점토로 더 단단하고 예쁜 항아리를 만든다면 / (그러면) 당신은 교환할 수 있다.

해석

도시와 왕국의 출현과 교통기반시설의 개선은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낳았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은 전문적인 구두장이들과 의사

들뿐만 아니라 목수들, 성직자들, 군인들 및 변호사들에게도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말 좋은 포도주, 올리브유 또는 도자기를 생산하

는 것으로 평판을 얻은 마을들은, 거의 전적으로 그 제품만을 전문으로 하고 그것을 다른 촌락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상품들로 

교환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기후와 토양이 달라서, 그 토양과 기후가 포도나무에 훨씬 

더 적합한 곳에서 나온 더 부드러운 품종을 살 수 있다면, 왜 당신의 뒤뜰에서 나온 썩 좋지 않은 와인을 마셔야 하는가? 당신의 뒤뜰의 점

토로 더 단단하고 예쁜 항아리를 만든다면, 당신은 교환할 수 있다.

① 기후와 토양이 어떻게 지역특산물에 영향을 미치는가

② 지역특산물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방법

③ 무엇이 사람들에게 전문화와 거래에 참여하게 만들었는가

④ 도시의 출현과 전문직 종사자의 풀타임 일자리 

해설

이 글은 도시의 출현과 교통기반시설의 개선, 그리고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이 다르다는 점이 전문화와 거래를 낳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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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제목, 주제, 요지

 어구 

 monument 기념물   

 grandeur 위엄, 장엄함   

 ancient 고대의   

 hold 열다   

 a series of 연이은, 일련의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midday 정오   

 morbid 소름끼치는, 병적인   

 spectacle 구경거리, 쇼   

 public execution 공개 처형   

 gladiator 검투사   

 depending on ~에 따라   

 structure 구성, 구조   

  be combined in  

결합하여 ~이 되다   

  chaotic 혼란스러운   

  eventually 결국, 마침내   

  ensure 보장하다   

  entertainment 오락, 여흥   

  no longer 더 이상 ~아닌   

  slaughter 도살, 도축   

  around 대략   

  practice 행하다   

  sacrifice 희생   

  carnival 축제, 카니발   

0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oman Colosseum is a monument not only to the grandeur of 

the Roman Empire but also to its cruelty. Ancient Roman festivities 

��������������	��������������������������	������������������	����	������

among tigers, lions, elephants, giraffes and humans. Midday brought 

the morbid spectacle of public executions before the main event — the 

gladiator matches. Depending on the day’s structure, however, these 

events were sometimes combined in one long, chaotic battle. Eventually, 

Christian leaders ensured that the Colosseum’s entertainments no longer 

featured human executions, but animal slaughters continued until 

around AD 524. 

① Acts of cruelty once practiced at the Roman Colosseum 

② Cruelties to animals that ancient Roman citizens watched 

③����������������	�����	�������������	�!�����

④ Carnivals held at the Colosseum of ancient R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