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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카바이블 저자 이재훈 쌤의

편입독해 파이널 보너스 특강 1일차

독해 고득점 비결

1. 독해 기본 필수 어휘를 반드시 암기.

2. 문장의 기본구조를 보는 힘. [주요 4품사와 주절, 종속절 파악 연습 필수]

3. 한 호흡으로 글을 신속히 읽어 내려가는 속독 속해 능력.

4. 꼭 필요한 Reading Skill만 정확히 숙지. 

※ 반드시 알아야 할 Reading Skill.

1. 문장을 선개념으로 파악,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나간다. [직독직해] 

2. 유사어구 반복에 주의한다. 

3. 어려운 독해 지문일수록 의외로 대조와 비교의 기법이 많이 사용됨을 알아야 한다. 

4. 소거법(消去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즉 답이 아닌 것을 우선 솎아내는 방법인데  X,

△, ○ 등의 부호를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5. 주제문을 찾는 요령.

① 지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제문이 있다. [영어 지문의 최소 60%이상이 첫 단락 

첫 문장에 주제문을 두고 있다.[두괄식]] 

② 주제문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제일 많이 반복되는 유사어구를 파악한다. 

③ 사고 반전(反轉)의 역할을 하는 역접(逆接)접속사 뒷자리는 대표적인 주제문 자리이다. 

* 주요 역접 접속사: But, However, Yet, Still,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등

④  역접의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는 연결사  또한 주제문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음에 주의한다.

* 주요 결과 연결사: Thus, Therefore, So, Hence,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Consequently 등

⑤  필자의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 또한 주제문을 파악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미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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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이다.

* 주요 결론 표현: In brief, In short, In a word, In conclusion, In summary, In fact, 

After all, To sum up  등

⑥ 글쓴이의 주장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그리고 주제문을 더욱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예시 부분 앞부분 또한 주제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수나 학자 등

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에 객관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라.

* 주요 예시 장치: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Like, In detail, That is ,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등

⑦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또한 주제문일 가

능성이 높다. 

* 주요 주장, 의견 피력 표현: I believe/ think/ trust/ guess/ suppose/ maintain/ 

consider/ count on 등

* 기타 중요한 주제문 파악 도구들 

Ⓐ 조동사 : must, should 가 들어간 문장

Ⓑ It ~ that 강조용법

Ⓒ be important, be certain, of course, the best, the most, no doubt,  certainly,  

clearly, obviously, actually, absolutely, eventually, surely, to be sure, in fact

독해 예시문

1.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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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of public attention ④ Abused freedom of the press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Children are a growing consumer market in their own right. But they are far more 

important to business as an influence on their parents' purchases. School-age 

children make incessant demands for toys and food. Toddlers quickly learn that 

they can affect their parents' behaviour in stores. Even the smallest infant can 

cause a frazzled parent to abandon a shopping trip by throwing a tantru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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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of a supermarket.

① children's demands for toys

② the problem of generation gap

③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t home

④ children's influences on parents' purchases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e worst problem may be over when you find a good job. But you must think 

about keeping your job. You may lose it if you are not careful. Be sure you arrive 

at your work on time every morning. You should not stop every hour for coffee. 

And you should not leave early too often. An important part of your job may be 

the way you work with other people. If you are difficult to work with, you may 

have trouble if you do not make friends with the other people at your job. 

Remember these things if you want to keep your job!

① Making friends with the other people

② Looking for a new job.

③ The way you work with other people

④ How to keep a j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