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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파악의 독해

중심내용 파악은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을 말한다. 주제문을 찾아 내용의 핵심어를 파악하여 정리하
면 주제가 되고,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즈(paraphrase: 말 바꾸기)하면 요지가 되며, 주제문을 객관적
인 요소로 간결하게 나타내면 제목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뒷받침 문장(주제문 이외의 나머지 문장은
주제문에 대한 예시, 부연, 상술을 하고 있으므로)을 읽을 필요가 거의 없다. 간혹 요지를 묻는 문제
에서, 보기에 구체적인 수준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면, 뒷받침 문장까지 읽어야 할 경우가 있다(그
런 경우에는 자세히 읽어야 함). 혹은 요지문제에 대한 보기가 속담이나 격언 등으로 제시될 경우도
있다. 또한 제목을 묻는 문제에서,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확실한 시선 끌기를 하려는 필자의
의도로,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내용이 제목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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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의 구성

대부분의 영어 독해 지문은 두괄식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단락의 맨 앞부분에 주제문이 나
오고 그 뒤에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다.

(도입 - 전제, 배경 등)

주제문
+
뒷받침 문장
(상술, 부연, 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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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문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1 필자의 생각·의견을 나타내는 어구

think, believe, say, report 등

2 유명한 사람의 말·연구·조사·결과 등을 나타내는 어구

Study
Scientists
Survey
Teachers
Research
Scholars

+

find [show, discover, say, believe] + that ~

3 중요성(강조)을 나타내는 어구

important[necessary, essential, vital], It is ~ that 강조 구문 등

4 흑백논리 구문 및 비교 구문(비교급, 최상급)

not A but B, B and not A, not so much A as B, A is more ~ than B 등

5 저자의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어구(의무 표현)

should R ~, ought to R ~, have to R ~, must R ~ 등

6 문제 제기와 해답 제시 및 문제를 제시[지적]하는 어구

의문문, answer, key, solution, alternative, problem, question, limit, 조동사 can, may,

(in order) to R, by Ring~ 등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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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주제·제목

기출문제 살펴보기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년 국가직]

After analyzing a mass of data on job interview results,
a research team discovered a surprising reality. Did the
likelihood of being hired depend on qualifications? Or was
it work experience? In fact, it was neither. It was just one
important factor: did the candidate appear to be a pleasant

주제문
(상술 앞 문장)

person. Those candidates who had managed to ingratiate
themselves were very likely to be offered a position; they had
charmed their way to success. Some had made a special
effort to smile and maintain eye contact. Others had praised
the organization. This positivity had convinced the interviewers
that such pleasant and socially skilled applicants would fit well
into the workplace, and so should be offered a job.
① To Get a Job, Be a Pleasant Person
② More Qualiﬁcations Bring Better Chances
③ It Is Ability That Counts, Not Personality
④ Show Yourself As You Are at an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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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분석하기 |
(After analyzing/ a mass of data on job interview results), a research team/ discovered/
a surprising reality. Did/ the likelihood of being hired/ depend on/ qualifications? Or was/
it/ work experience? (In fact), it/ was/ neither. It/ was/ just one important factor: did/ the
candidate/ appear to be a pleasant person. Those candidates (who had managed to
ingratiate/ themselves)/ were very likely to be offered/ a position; they/ had charmed/
their way (to success). Some/ had made/ a special effort (to [smile and maintain eye
contact]). Others/ had praised/ the organization. This positivity/ had convinced/ the
V4

interviewers/ [that such pleasant and socially skilled applicants/ would fit well/ into the
IO

DO

workplace, and so should be offered/ a job].

정답

①

풀이

이 글은 다섯 번째 문장(It was just one important factor ~)이 주제문으로, 지원자가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채용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 된다.

해석

취업 면접 결과에 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한 조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취업이 될 가능성이 자격증에 달렸었
을까? 아니면 직무 경험이었을까? 사실, 둘 다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것은 후보자가 유쾌한 사람으로 보였
는 가였다. 환심을 산 지원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들은 자신의 매력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챙취했다. 어
떤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눈을 계속 맞추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은 조직을 칭찬했다. 이런 적극성이 면접관들에게
그런 유쾌하고 사회적인 기술이 있는 지원자가 업무에 잘 맞을 것이고, 따라서(그래서) 채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Words&Phrases
analyze [ǽnǝlàiz] vt 분석하다, 조사하다 likelihood [láiklihùd] n 가능성, 기회 qualiﬁcation [kwὰlǝfǝkéiʃǝn]
n 자격; 능력 candidate [kǽndidèit] n 지원자; 후보자 manage to R 그럭저럭 ~하다, 간신히 ~하다 ingratiate
[ingréiʃièit] vt 환심을 사다, 비위를 맞추다 be likely to R ~할 가능성이 있다 charm [tʃɑːrm] vt (개인적 매력에 의
해) 챙취하다, 매혹하다, 황홀하게 하다 praise [preiz] vt 칭찬하다 positivity [pὰzǝtívǝti] n 적극성;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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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01

실전문제 익히기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2년 지방직]

Today’s consumers are faced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an ever before.
To buy economically,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ollow these basic
principles. Before making any purchase, do your research. Select products made
from renewable resources, such as wood and wool. Buy reusable products. For
example, buy washable cloth towels rather than paper cups. Buy local produce
that is in season. It is usually cheaper and fresher and has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Look for all-natural, non-toxic products that break down without
leaving harmful residues in the environment.
① Tips for buying economically and eco-friendly
② Difﬁculties in choosing the right things
③ Effects of economy on environment
④ Various kinds of resources

0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t so long ago, we thought our brains had reached their peak by the time we
hit adulthood and everything imply downhill from there. But now we know that’s
not true — scientists have identified a process called “neuroplasticity,” which
acknowledges our brains are capable of growing and making new connections
as we age. Giving our brains a regular mental workout can reduce the risk of mild
cognitive decline by as much as 40%, says Dr. Nicole Kochan. And a recent study
conducted by the Mayo Clinic in the U.S. confirmed that elderly people who’d kept
up a hobby — such as arts and crafts, social activities or computer use — since
middle age were less likely to be affected by dementia.
① Scientists identiﬁed ways to cure dementia.
② The number of brain cells decreases with age.
③ Regular computer use improves brain function.
④ You can promote brain health with som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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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oday’s consumers/ are faced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an ever before).
(To buy economically),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ollow/ these basic
principles. (Before making/ any purchase), do/ your research. Select/ products
(made from renewable resources), (such as wood and wool). Buy/ reusable
products. (For example), buy/ washable cloth towels (rather than paper cups). Buy/
local produce (that is/ in season). It/ [is/ (usually) cheaper and fresher and has/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Look for/ all-natural, non-toxic products (that
break down/ without [leaving/ harmful residues/ in the environment]).
풀이

이 글의 주제문은 두 번째 문장(To buy economically, ~)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를 위해서는 이러
한 기본적 원리를 따르라고 했으므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한 조언들’이라는 뜻의 ①이 정답이다.

해석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선택에 직면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 원칙들을 따라해 보라.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조사를 해라. 나무와 양모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으
로 만들어진 상품을 선택하라. 재사용 가능한 상품을 사라. 예를 들어, 일회용 종이컵 대신 씻을 수 있는 천 타월을 사도록
해라. 제철인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라. 그것은 보통 싸고, 신선하고 자연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연에 해로운 잔
여물을 남기지 않고 분해되는 천연의 무독성의 상품을 찾아라.

(Not so long ago), we/ thought/ [our brains/ had reached/ their peak (by the time we/
hit/ adulthood) and everything/ imply/ downhill from there]. But now we/ know/ [that’s
not true] — scientists have identified/ a process (called “neuroplasticity,”) which/
acknowledges/ [our brains/ are capable of [growing and making/ new connections]
(as we age)]. [Giving our brains/ a regular mental workout]/ can reduce/ the risk of
mild cognitive decline/ by as much as 40%,/ says/ Dr. Nicole Kochan. And a recent
study (conducted by the Mayo Clinic in the U.S.)/ confirmed/ [that elderly people
(who’d kept up a hobby — (such as arts and crafts, social activities or computer
use) — (since middle age))/ were less likely to be affected/ by dementia].
풀이

이 글은 두 번째 문장(But now we know that’s not true ~)이 주제문으로, 인간의 뇌가 나이가 들어가도 발달할 수 있
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니콜 코칸 박사의 주장과 메이요 클리닉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 결과를 근거로 뇌의 활동
이 뇌의 건강 향상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뇌는 성인이 될 때 절정에 이른 다음, 그 후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
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학자들은 ‘신경가소성’이라 불리는 과정을 밝혀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우리의 뇌가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다른 뇌세포들과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뇌를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면 가벼운 인지감퇴의 위험을 최대 4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니콜 코칸 박사는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에서 실시한 한 최근 연구에서는 중년이 지난 이후 미술, 공예, 사교
활동, 컴퓨터 사용과 같은 취미를 계속하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ANSWER

01 ① 0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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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01

02

03

04

52

be faced with ~ ~에 직면하다
economically [èkənɑ́mikli] ad 경제적으로
principle [prínsəpəl] n 원칙, 원리
renewable [rinjúːəbl] a 재생 가능한
reusable [riːjúːzəbəl] a 재사용할 수 있는
rather than ~ ~ 대신에, ~보다는
produce [prədjúːs] n 농산물

peak [piːk] n 절정, 최고점
by the time (that) ~ ~할 때 쯤
adulthood n 성인기
imply [implái] vt 함축하다, 암시하다; 의미하다
downhill [dauˈnhiˈl] n 내리막길
identify [aidéntǝfài] vt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neuroplasticity n 신경가소성
acknowledge [æknάlidʒ] vt 인정하다, 승인하다
be capable of Ring ~할 수 있다

in season 제철인, 한창인
impact [ímpækt] n 영향, 충격; 충돌
non-toxic [nɑntɑ́ksik] a 무독성의
break down 분해되다; 고장 나다
residue [rézidjùː] n 잔여물
eco-friendly [ékoufrèndli] a 친환경적인

connection [kǝnékʃən] n 연결, 결합; 관계
workout [wə́ːrkàut] n 운동, 연습
cognitive [kάgnǝtiv] a 인지의, 인식의
decline [dikláin] n 감퇴, 쇠퇴
as much as 최대한, ~만큼
conﬁrm [kǝnfə́ːrm] vt 확실히 하다, 확증하다; 확인하다
keep up 유지하다, 계속하다
craft [kræft] n 기술, 재간; 수공업; 공예
dementia [diménʃiǝ] n 치매

livelihood [láivlihùd] n 생계
assistance [əsístəns] n 도움, 지원
income [ínkʌm] n 소득, 수입
medical institution n 의료 기관
unnecessary [ʌnnésəsèri] a 불필요한
treatment [tríːtmənt] n 치료; 대우
welfare [wélfɛ̀əːr] n 복지
recipient [risípiənt] n 수령인, 수혜자
in order to R ~하기 위해서
cover [kʌ́vər] vt 보도하다; 보상하다; 다루다; 책임지다

psychotropic [sàikoutrɑ́pik]

sooner or later 조만간, 곧
ﬁgure out 알아내다; 해결하다
convergence [kǝnvə́ːrdʒəns] n (한 점에의) 집중, 통합
endpoint [eˈndpɔiˌnt] n 종료점, 말단
ongoing [aˈngouˌiŋ] a 진행하는, 전진하는
process [prάses] n 진행, 경과; 과정
intersection [ìntərsékʃən] n 교차점, 교차
thanks to ~ ~덕분에
proliferation [prəlìfəréiʃən] n 증식; 확산, 급증
increasingly [inkríːsiŋli] ad 점점, 더욱더

ubiquitous [juːbíkwǝtǝs] a 도처에 있는, 편재하는
in relation to ~ ~와 관련하여, ~에 관하여
shift [ʃift] n 변화, 변동; 교대(시간)
alter [ɔ́ːltǝr] vt 바꾸다, 변경하다
existing [igzístiŋ] a 기존의, 현재의
spark [spɑːrk] vt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sector [séktǝr] n 분야, 방면, 영역
fallacy [fǽlǝsi] n 잘못된 생각, 오류
destabilizing [diːstéibǝlàiziŋ] a 불안정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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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의

prescribe [priskráib]

vt 처방하다; 규정하다
with the aim of ~ ~을 지향하여, ~을 목표로
resell [riːsél] vt 되팔다
municipal [mjuːnísəpəl] a 지방자치의; 도시의
self-supporting [sèlfsəpɔ́ːrtiŋ] a 자립하는, 자활의
insurance [inʃúərəns] n 보험
fraud [frɔːd] n 사기
bill [bil] n 계산서, 청구서, 고지서; 지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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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ly [trúːli] ad 참으로, 진실로
shift [ʃift] vi 이동하다; (방향이) 바뀌다
altitude [ǽltǝtjùːd] n 고도, 높이
balloon [bǝlúːn] n 열기구; 풍선
rain [rein] vt 비를 내리다; 빗발치듯 퍼붓다, 쏟아지다
device [diváis] n 고안; 계획; 장치, 기계

transmit [trænsmít] vt 전송하다; 전파하다; (병을) 옮기다
relay [ríːlei] vt 연락하다; 중계하다; 전달하다
diameter [daiǽmitǝr] n 직경, 지름
remote [rimóut] a 먼, 먼 곳의; 외딴
pursue [pǝrsúː] vt 뒤쫓다, 추적하다; 추구하다; 수행하다
aim to R ~을 목표로 하다

06

yield [jiːld] v 굴복하다; 양보하다; 생산하다
completely [kǝmplíːtli] ad 완전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privacy [práivǝsi] n 사적 자유; 사생활
careful [kɛ́ǝrfǝl] a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신중한, 세심한
attention [ǝténʃən] n 주의, 유의; 주의력
at risk 위험에 처한, 위험이 있는

skim [skim] v 훑어보다; 스치듯 하며 지나다가
occupy [άkjǝpài] vt 차지하다; (시간을) 요하다
self-hood [sélfhùd] n 자아; 자기 본위
scan [skæn] v 훑어보다, 살피다
sociology [sòusiɑ́lədʒi] n 사회학
psychology [saikɑ́lədʒi] n 심리학
artiﬁcial [ὰːrtəfíʃəl] a 인공의,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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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l [dʌl] a 우둔한, 어리석은
have no doubt that ~ ~을 확신하다
more or less 거의, 대략; 다소; 대체로; 사실상
inevitable [inévitəbəl] a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eventually [ivéntʃuəli] ad 결국, 최후에는
after all 결국; 어쨌든
drop dead 급사하다
heart attack n 심장마비
ensure [enʃúər] vt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ideally [aidíːəli] ad 이상적으로
gym [dʒim] n 체육관
investment [invéstmənt] n 투자

somewhat [sʌ́mhwɑ̀t] ad 다소, 어느 정도
costly [kɔ́ːstli] a 비용이 드는, 비싼
pay dividends 이익을 낳다; 도움이 되다
cf dividend [dívidènd] n 배당금; 상금
due to ~ ~ 때문에
furthermore [fə́ːrðəːrmɔ̀ːr] ad 게다가
undoubtedly [ʌndáutidli] ad 틀림없이, 확실히
appreciate [əpríːʃièit] vt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concern [kənsə́ːrn] n 배려, 염려; 관심
workaholic [wə̀ːrkəhɔ́ːlik] n 일중독, 일벌레
beneﬁt [bénəfit] vt ~에게 이롭다, 이익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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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msy [klʌ́mzi] a 어색한; 서툰, 솜씨 없는
extinction [ikstíŋkʃən] n 멸종, 소멸
perish [périʃ] vi 사멸하다; 멸망하다
irresponsibility [ìrispάnsǝbələti] n 무책임
predator [prédǝtǝr] n 약탈자, 포식자
suppress [sǝprés] vt 억압하다, 진압하다

inhabitant [inhǽbǝtənt] n 거주자, 서식 동물
salvation [sælvéiʃən] n 구조
rare [rεǝr] a 드문, 진기한; 희박한
endangered [indéindʒərd] a 멸종 위기에 처한
unknown [ʌnnóun] a 알려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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