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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직후에는 본 교재로 수업시간에 배웠던 지문을 복습합니다. 문장 하나하나

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해석한 뒤 문단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2~3번 
매끄럽게 해석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면 글의 논리가 어떻

게 전개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적어보아야 합니다.

STEP 1
즉시

그날 배운 지문을 필기가 되어있지 않은 Work Book으로 다시 해석해보아야 합
니다. Work Book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교재이므로 필기는 따로 하지 않
고 백지상태로 반복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2~3번정도 매끄럽게 해석해보고 
막히는 구문은 따로 적어놓고 주말에 반복학습 합니다.

STEP 2
8시간 이내

제공되는 mp3파일을 아침에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듣습니다. 전날 수업시간을 그
대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머리속으로 떠

올려봅니다.

STEP 3
24시간 이내

주말에는 그 주에 배웠던 분량을 모두 복습해야 합니다. 이번주에 3~4강을 수강
했다면 1~2강을 10~20분정도 빠르게 훑어보고 복습해야 합니다. Study Plan 

5주차에서 1주차 내용을 자세히 복습할 수 있으니 2,3,4주차에서는 앞 주차에 
배웠던 것을 훑어만 보고 그 주차에 배운 내용을 공부하면 됩니다.

STEP 4
그주 주말



STUDY PLAN
일30+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DAY1
pre 한수위
어법 3.0
1~2강

DAY2
pre 한수위
구문 2.0
1~2강

DAY3
pre 한수위
독해 2.0
1~2강

DAY4
pre 한수위
어법 3.0
3~4강

DAY5
pre 한수위
구문 2.0
3~4강

DAY6
pre 한수위
독해 2.0
3~4강

DAY7
전체복습

1~4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1~2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1~2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1~2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3~4강

구문 2.0
워크북 3~4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3~4강

DAY8
pre 한수위
어법 3.0
5~6강

DAY9
pre 한수위
구문 2.0
5~6강

DAY10
pre 한수위
독해 2.0
5~6강

DAY11
pre 한수위
어법 3.0
7~8강

DAY12
pre 한수위
구문 2.0
7~8강

DAY13
pre 한수위
독해 2.0
7~8강

DAY14
전체복습

5~8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5~6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5~6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5~6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7~8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7~8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7~8강

DAY15
pre 한수위
어법 3.0
9~10강

DAY16
pre 한수위
구문 2.0
9~10강

DAY17
pre 한수위
독해 2.0
9~10강

DAY18
pre 한수위
어법 3.0
11~12강

DAY19
pre 한수위
구문 2.0
11~12강

DAY20
pre 한수위
독해 2.0
11~12강

DAY21
전체복습

1~4강/
9~12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9~10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9~10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9~10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11~12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11~12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11~12강

DAY22
pre 한수위
어법 3.0
13~14강

DAY23
pre 한수위
구문 2.0
13~14강

DAY24
pre 한수위
독해 2.0
13~14강

DAY25
pre 한수위
어법 3.0
15~16강

DAY26
pre 한수위
구문 2.0
15~16강

DAY27
pre 한수위
독해 2.0
15~16강

DAY28
전체복습

5~8강/
13~16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13~14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13~14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13~14강

pre 한수위
어법 3.0
워크북 15~16강

pre 한수위
구문 2.0
워크북 15~16강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15~16강

FINAL D1
pre 한수위
어법 3.0 
전체복습

1~6강

FINAL D2
pre 한수위
독해2.0
전체복습

1~6강

FINAL D3
pre 한수위
구문2.0
전체복습

7~14강

FINAL D4
전체복습

15~16강

pre 한수위
구문 2.0 
전체복습

1~6강

pre 한수위
어법 3.0 
전체복습

7~14강

pre 한수위
독해 2.0 
전체복습

7~1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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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How to Solve

글의 목적

01

글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및 종류에 있어서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우리는 특정 분야만이 아닌 다양

한 분야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더욱이 글은 그 종류에 따라 어휘, 문장의 구조, 표현 기법 및 글

을 쓴 의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실용문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일지라도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목적을 판단하는 능력은 폭넓은 읽기를 통해서만 기를 수 있으므로 다양

한 종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How to Solve

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 목적이 사적인 생활의 기록이면 일기문이 되

고, 대중을 상대로 한 의사 표현이면 연설문이 되며, 여행에 대한 기록이면 기행문이 된다. 한편, 쓰여진 

글이 완전한 실용문, 즉 편지나 광고문, 안내문 등일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흔히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 advising(충고), thanking/appreciation(감사), guiding(안내),

 demanding(요구), warning(경고), suggesting(제안),

 complaining(불만), commanding(명령), persuading(설득),

 agreeing(동의), greeting(인사), rejecting/declining(거절),

 criticizing(비난), inspiring/encouraging(격려)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1 글의 목적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ank you for sending your poems to this publishing 

house.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ook them over, and I 

feel that they show considerable promise, despite your youth 

and lack of experience in this genre.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development, however, and I am afraid they are not yet 

appropriate for publishing in any of our current poetry journals. 

You indicate in your cover letter that you intend to follow a 

literary career. Please allow me to offer my best wishes for your 

future literary efforts.

① 시의 게재를 거절하려고

② 원고 제출을 독촉하려고

③ 시의 투고를 장려하려고

④ 시의 출판을 축하하려고

⑤ 원고 집필을 의뢰하려고

01  

• poem　시

• publishing　출판

• opportunity　기회

• look over　검토하다

• considerable　상당한

• promise　가능성, 약속

• room　여지

• development　발전

• appropriate　적절한

• current　현재

• poetry　시

• cover letter　자기소개서

• literary　문학적인

• effort　노력

Words & Phrases

8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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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1 글의 목적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see by the Time Book that you have been late no fewer than 

nine times during the last month. This appears to me to show a 

lack of interest in your work, unless there is some special reason 

of which I am unaware, and it has made me very doubtful about 

retaining you in my employ; the head of your department speaks 

well of you, and therefore this time I merely give you warning 

that I cannot allow your laziness to continue. Your hours must be 

punctually observed in fairness to other members of the staff.

① 해고를 알리기 위해서

②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③ 경고하기 위해서

④ 규정을 문의하기 위해서

⑤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02  

• Time Book　업무시간표

• appear　나타내다

• lack　부족, 결핍

• interest　관심

• unaware　알지 못하는

• doubtful　의구심이 드는

• retain　유지하다

• merely　단지

• warning　경고

• laziness　게으름, 나태

• punctually　정각에, 시기내로

• observe　준수하다

• fairness　공정함

Words & Phrases

10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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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1 글의 목적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ellow Chicagoans! This is your mayor speaking. Chicago is 

facing a financial crisis. The city is heavily in debt, and we are 

going to have to increase taxes. We are going to need more money 

for low income housing. We are going to need more money for 

the city’s schools. We are going to need more money for the 

transit system and for the police department. I plan to ask the 

state and the federal government to help us. It is going to take the 

cooperation of every Chicagoan. Together, we are going to solve 

the city’s problems. We are going to make Chicago “the city that 

works.”

① 시정이 잘 되어가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② 시장 후보의 득표를 호소하기 위해

③ 시장의 무능력을 비판하기 위해

④ 시정의 어려움에 대한 협조를 위해

⑤ 시정의 재정 파탄을 보고하기 위해

03  

• fellow　동료

• mayor　시장

• face　직면하다

• financial　재정의

• crisis　위기

• debt　빚, 부채

• increase　향상시키다

• tax　세금

• income　소득

• transit　수송

• federal　연방의

• cooperation　협력

• work　기능하다, 작동하다

Words & Phrases

12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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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How to Solve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02

요지는 글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요지는 화제문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화제문의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주제나 요지를 정확히 파악

하려면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실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요령과 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연결사와 어구 및 표현들을 익히

도록 하자.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How to Solve

정독(intensive reading)보다는 대강 훑어본(skimming)후 중요한 정보들을 검색(scanning)하는 것

이 좋다.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목한다. 요지는 이 부분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되풀이되어 등장하는 어구에 주목한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동

의어로 바꾸어 나오거나 표현을 달리해서 나오므로, 그것들이 결국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을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증(example)이 제시된 앞이나 뒤의 문장에 주목한다. 이 예증들은 바로 요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연결사들 뒤에 요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과 : thus, therefore, accordingly, consequently, in the long run...
 대조 :   but, yet, however, in fact, in contrast to[with],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to tell the truth...
 요약 : in a word, in short, in brief, that is (to say), to sum up, in other words...

다음의 어구나 표현들 뒤에도 요지가 자주 등장한다.

 당위의 조동사 : mush, should, ought to 
 최고·중요성 : the best/most, the most essential/important
 주장·의견 표현 : I think/believe/insist/claim, In my opinion, The fact/point is

1
2
3

4
5

6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2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No historian starts with a blank mind as a jury is supposed to 

do. His picture, his version of events, is formed before he begins 

to write or even to research. I am told that scientists do much the 

same. They conduct experiments to confirm their ideas. They 

do not sit open-mouthed until an idea falls into it. Similarly the 

historian is after details to thicken up his picture and make it look 

intellectually convincing.

① 사학자는 역사 발전의 주역이다.

② 과학자가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③ 사학자는 현학의 허세가 심하다.

④ 사학자의 역사 연구는 주관적이다.

⑤ 사학자는 배심원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01  

• historian　역사학자

• blank　텅 빈

• jury　배심원

• picture　그림, 묘사

• version　설명, 견해

• form　형성하다

• confirm　확증하다

• open-mouthed　입이 떡 벌어진

• intellectually　지적으로

• convincing　설득력 있는

Words &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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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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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2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ave you ever hurt another person? If so, get in touch with 

the person you wronged, and ask for forgiveness in all sincerity. 

You must apologize for that hurt. Promise yourself now to carry 

it out immediately. Even after many years, it’s still possible to 

find people. If the person has died or really can’t be found, you 

can make a contribution in some way to help others who have 

suffered from similar acts. If your determination is firm, clear, and 

sincere, then you will be able to put that emotion and memory 

aside and find peace of mind.

① 자신이 세운 계획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②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③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④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02  

• hurt　상처를 주다

• get in touch with　~와 연락하다

• forgiveness　용서

• sincerity　성실, 정직

• apologize　사과하다

• carry out　수행하다

• immediately　즉시

• possible　가능한

• contribution　기여

•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 determination　결정, 결심

• firm　확고한

• sincere　진실된, 진정한

Words &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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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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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2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다음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You can tell people they are wrong by a look or a gesture as 

well as you can in words – and if you tell them they are wrong, 

can you make them want to agree with you? Never! For you have 

struck a direct blow at their judgment and pride. That will make 

them want to strike back. But it will never make them want to 

change their minds, for you have hurt their feelings. Never begin 

by saying, “you’re wrong.” That’s bad. That’s the same as saying: 

“I’m smarter than you are.”

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라.

②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라.

③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④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지 말라.

⑤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라. 

03 

• wrong　틀린, 잘못된

• agree　동의하다

• strike a blow at　~에 일격을 가하다

• judgement　판단

• pride　자존심

• strike back　반격을 가하다

Words & Phrases

20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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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How to Solve

글의 주제·제목

03

한편의 글에 딸린 제목은 독자들이 글을 읽기 전에 제목만 보고도 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제목은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주제는 화제문(topic sentence)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목과 화제문의 내용이 항상 연관되

는 것은 아니다.

주제에는 글쓴이가 화제(topic)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하는바, 즉 글쓴이의 생각·태도·평가 등이 나타나 있다. 주

제는 제목과 비슷하지만 제목이 그 표현 방법에까지 관심을 갖는 데 반해 주제는 그 내용면에 관심을 더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주제나 제목을 찾기 위한 요령을 익히도록 하자.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How to Solve

주제 찾기  

대부분의 글 특히 논설문이나 설명문과 같은 글은 주제문이 보통 앞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글의 구조> 

주제문: 포괄적·추상적·함축적

보충문: 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증, 이유, 세부 사항의 나열

결론: 글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함.

 글의 소재 또는 화제(topic)를 찾는다.

 화제문에서 제기하는 주장이나 문제점을 파악한다.

 결론 부분에서의 주장도 화제문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분명 주제이다.

   주제문의 내용을 다듬어서 독립적으로도 의미가 통하게 한다.  

(주제와 요지는 거의 일치한다. 다만 요지는 필자의 주장을 서술적으로 뚜렷이 강조한 것이다.)

 

제목 찾기 

 글의 화제문을 찾는다.

 글 속에 화제문이 없거나, 찾기 힘들 때에는 각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가 무엇인가를 살펴 본다.

 이들 주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제목은 주제를 좀 더 간결하게 가다듬고,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목은 보통 간결한 명사구의 형태로 표현된다. 

1

2



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3 글의 주제·제목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o you know how many times our feelings of despair and anger 

can be eased if we act instead of just thinking over problems? 

Play and work are healthy actions produced by our emotional 

upsets. Play is physically restful and relieves tensions as we 

share our emotions with others. Work, too, is an effective means 

of working off anger and using overflowing energy. Sometimes, 

ideas come as we begin to act. Action relieves tensions and sets 

us free.

① Result of Emotional Upsets

② Differences Between Anger and Upset

③ Sources of Despair and Anger

④ Positive Effects of Actions

⑤ Need for Positive Thinking

01  

• despair　절망

• anger　분노

• ease　완화시키다, 덜어주다

• healthy　건강한

• emotional　감정적인

• upset　혼란 상황, 문제

• physically　신체적으로

• restful　편안한

• relieve　덜어주다

• tension　긴장

•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 effective　효과적인

• means　수단, 방법

• work off　풀다, 해소하다

• overflowing　넘쳐흐르는

Words &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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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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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03 글의 주제·제목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ll travellers should ensure they have adequate travel insurance 

before they depart. A suitable insurance policy should provide 

coverage for medical expenses arising from illness or accident 

prior to or during their vacation, loss of vacation money, and 

cancellation of the holiday. Please keep your insurance policy and 

emergency contact details with you at all times. Before departure,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your tour leader with a copy of 

your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period of travel. Without this 

information, you will not be allowed to travel with the group.

① coverage of car insurance

② selection of travel agencies

③ necessity of travel insurance

④ conditions of health insurance

⑤ promotion of tourist attractions

02  

• ensure　반드시 ~하다, 보장하다

• adequate　적절한

• insurance　보험

• depart　출발하다

• suitable　적당한

•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증서]

• provide　제공하다

• coverage　보상

• medical　의료적인

• expense　비용

• arise　생기다, 발생하다

• illness　질병

• accident　사고

• prior to　~에 앞서

• loss　손해

• cancellation　취소

• emergency　비상

• contact　연락

• details　세부 사항

• departure　출발

• require　요구하다

• copy　사본

Words &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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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논리전개 선생님의 논리전개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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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틀리면 안되는 필수 유형

7일 완성
Pre 한수위

전략독해 2.0
WORKBOOK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글의 목적

01



01 글의 목적

Part 01. (01~03)  단어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poem [한 편의] 시 literary 문학적인 fairness 공정함

publishing 
house

출판사 career 경력 fellow 동료

opportunity 기회 effort 노력 mayor 시장

look over ~을 살펴보다 Time Book 업무 시간표 face 직면하다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appear 나타내다 financial 재정의

promise 가능성; 약속 interest 관심, 흥미 crisis 위기

despite ~에도 불구하고 work 직무, 업무 heavily 심하게, 아주 많이

youth 젊음; 어린 시절 special 특별한 debt 빚, 부채

lack 부족, 결핍 reason 이유, 까닭; 근거 increase 증가[인상]시키다

experience 경험, 경력 unaware ~을 알지 못하는 tax 세금

genre 장르 doubtful 의구심이 드는 income 소득, 수입

room 여지; 방; 자리, 공간 retain 유지하다 transit 교통 체계; 수송

development
발전, 진전; 발달, 

성장
department 부서 police 경찰

appropriate 적절한 therefore 그러므로 cooperation 협력

publishing 출판, 발행 merely 단지 solve 해결하다

current 현재의, 지금의 warning 경고 work 기능하다, 작동하다

poetry [집합적으로] 시, 시가 laziness 게으름, 나태

journal 잡지 continue 계속되다

indicate 나타내다 punctually 엄수하여; 정각에

cover letter 자기소개서 observe 준수하다

01 글의 목적

06



Z E U S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Thank you for sending your poems to this publishing 

house.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ook them over, and I 

feel that they show considerable promise, despite your youth 

and lack of experience in this genre.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development, however, and I am afraid they are not yet 

appropriate for publishing in any of our current poetry journals. 

You indicate in your cover letter that you intend to follow a 

literary career. Please allow me to offer my best wishes for your 

future literary efforts.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1  

귀하의 시를 이 출판사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들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는데, 저는 귀하의 젊

음과 이 장르에서의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

만,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를 싣고 있는 어떤 잡지에도 출판을 하기에는 아

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소개서에서 문학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

하의 앞으로의 문학적 인 노력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07

Z E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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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목적

I see by the Time Book that you have been late no fewer than 

nine times during the last month. This appears to me to show a 

lack of interest in your work, unless there is some special reason 

of which I am unaware, and it has made me very doubtful about 

retaining you in my employ; the head of your department speaks 

well of you, and therefore this time I merely give you warning 

that I cannot allow your laziness to continue. Your hours must be 

punctually observed in fairness to other members of the staff.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2  

업무 시간표를 보는 나는 귀하가 지난달에 아홉 번이나 지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어떤 특별

한 이유가 없는 한, 이는 귀하가 직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본인은 귀하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몹시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귀하의 부서장이 귀하를 칭찬하는 터라 이번만은 귀하의 나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귀하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공정하기 위해서 시간

을 엄수해야 합니다.

08



Z E U S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Fellow Chicagoans! This is your mayor speaking. Chicago is 

facing a financial crisis. The city is heavily in debt, and we are 

going to have to increase taxes. We are going to need more money 

for low income housing. We are going to need more money for 

the city’s schools. We are going to need more money for the 

transit system and for the police department. I plan to ask the 

state and the federal government to help us. It is going to take the 

cooperation of every Chicagoan. Together, we are going to solve 

the city’s problems. We are going to make Chicago “the city that 

works.”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3  

동료 시카고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의 시장이 말해드립니다. 시카고는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는 엄청

난 부채를 지고 있고 우리는 세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주택사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의 교통수송 제도와 경찰청에도 더 많

은 돈이 필요 합니다. 저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우리를 도와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카고 시민들

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는 시카고를 “기능을 발휘하는 시”로 

만들 것입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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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02



02 글의 요지·필자의 주장

Part 02. (01~03)  단어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historian 역사학자 carry out 수행하다 strike back 반격을 가하다

blank 텅 빈 immediately 즉시 change 변화시키다, 바꾸다

jury 배심원 possible 가능한 feelings 감정

be supposed 
to V

to V하기로 되어 있

다, 해야 한다
contribution 기여

picture 묘사; 그림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version 설명, 생각, 견해 similar 비슷한

form 형성하다 determination 결정, 결심

research 연구 firm 확고한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clear 명확한, 분명한

experiment 실험 sincere 진실된, 진정한

confirm 확증하다 be able to V to V 할 수 있다

open-mouthed 입이 떡 벌어진 emotion 감정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wrong 틀린, 잘못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look 표정; 보기; 겉모습

convincing 설득력 있는 gesture 몸짓

hurt 상처를 주다 agree 동의하다

get in touch 
with

~와 연락하다
strike a blow 
at

~에 일격을 가하다

forgiveness 용서 direct 직접적인

sincerity 성실, 정직 judgement 판단

apologize 사과하다 pride 자존심

02 글의 요지·필자의 주장

12



Z E U S
Pre 한수위 독해 2.0 워크북

No historian starts with a blank mind as a jury is supposed to 

do. His picture, his version of events, is formed before he begins 

to write or even to research. I am told that scientists do much the 

same. They conduct experiments to confirm their ideas. They 

do not sit open-mouthed until an idea falls into it. Similarly the 

historian is after details to thicken up his picture and make it look 

intellectually convincing.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1  

어떤 역사학자도 배심원이 그러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텅 빈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역사학자의 역사 묘

사는, 즉 사건에 대한 그의 해석은 그가 서술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형성되어 있다. 과학

자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확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한다. 그들은 어

떤 착상이 시작될 때까지 입만 벌리고 앉아 있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역사학자는 자신의 역사묘사를 좀 더 

복잡하게 그리고, 그 묘사가 지적 설득력이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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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요지·필자의 주장

Have you ever hurt another person? If so, get in touch with 

the person you wronged, and ask for forgiveness in all sincerity. 

You must apologize for that hurt. Promise yourself now to carry 

it out immediately. Even after many years, it’s still possible to 

find people. If the person has died or really can’t be found, you 

can make a contribution in some way to help others who have 

suffered from similar acts. If your determination is firm, clear, 

and sincere, then you will be able to put that emotion and memory 

aside and find peace of mind.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2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은 그러한 상처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장 그것을 행하겠다

고 지금 약속하십시오.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을 찾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

었거나 실제로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행동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돕

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결심이 확고하고, 명확하고, 진지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러 한 감

정(죄의식)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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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tell people they are wrong by a look or a gesture as 

well as you can in words – and if you tell them they are wrong, 

can you make them want to agree with you? Never! For you have 

struck a direct blow at their judgment and pride. That will make 

them want to strike back. But it will never make them want to 

change their minds, for you have hurt their feelings. Never begin 

by saying, “you’re wrong.” That’s bad. That’s the same as saying: 

“I’m smarter than you are.”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3  

당신은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에 의해서도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이라고 말로 지적한다면,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판단과 자존심에 직접적인 일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반격을 가하고 싶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결코 “너는 잘못 했

어.”라고 말로 하면서 시작하지 마라. 그것은 나쁘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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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This is the book all the students have been waiting for.

글의 주제·
글의 제목

03



03 글의 주제·글의 제목

Part 03. (01~03)  단어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despair 절망 positive 긍정적인; 확신하는 details 세부 사항

anger 분노 traveler 여행자, 여행가 departure 출발

ease 완화시키다, 덜어주다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보장하다
require 요구하다

problem 문제 adequate 적절한, 충분한 copy 사본

healthy 건강한 insurance 보험 period 기간, 시기

action 행동 depart 출발하다 selection 선택

emotional 감정적인 suitable 적당한 necessity 필요(성); 필수품

upset 혼란 상화, 문제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증서 promotion 홍보; 승진, 진급

physically 신체적으로 provide 제공하다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restful 편안한 coverage 보상 profession 직업

relieve 덜어주다 medical 의료적인 concentration 집중력

tension 긴장 expense 비용 poor 형편없는, 부족한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arise 생기다, 발생하다 owe A to B A는 B의 덕택이다

effective 효과적인 illness 질병 wonderful 훌륭한, 아주 멋진

means 수단, 방법 accident 사고, 재해; 우연 work 일, 작품

work off 풀다, 해소하다 prior to ~에 앞서 achieve 성취하다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loss 손해, 손실 poet 시인

energy 기운, 에너지 cancellation 취소 qualified 자격이 있는, 능력 있는

result 결과, 결실 emergency 비상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활용하다

difference 차이, 다름 contact 연락 qualification 자질, 능력

03 글의 주제·글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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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know how many times our feelings of despair and anger 

can be eased if we act instead of just thinking over problems? 

Play and work are healthy actions produced by our emotional 

upsets. Play is physically restful and relieves tensions as we 

share our emotions with others. Work, too, is an effective means 

of working off anger and using overflowing energy. Sometimes, 

ideas come as we begin to act. Action relieves tensions and sets 

us free.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1  

당신은 만약 우리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지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절망감과 분노감이 얼

마나 자주 완화될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강한 행동이다. 노는 것은 육체적으로 휴식을 주고 긴장을 덜어준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

기 때문에 일 역시 분노를 제거하고 넘쳐흐르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때로, 우리가 행동하

기 시작할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행동은 긴장을 덜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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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의 주제·글의 제목

All travellers should ensure they have adequate travel insurance 

before they depart. A suitable insurance policy should provide 

coverage for medical expenses arising from illness or accident 

prior to or during their vacation, loss of vacation money, and 

cancellation of the holiday. Please keep your insurance policy and 

emergency contact details with you at all times. Before departure,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your tour leader with a copy of 

your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period of travel. Without this 

information, you will not be allowed to travel with the group.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2  

모든 여행자들은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적절한 여행보험에 들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적당한 보험증권은 휴

가 전이나 휴가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의료비용과 휴가비의 손해, 그리고 휴일의 취소에 대한 보

상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의 보험 증권과 비상 연락 설명서를 항상 휴대하라. 출발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관

광 담당자에게 여행 기간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것이다.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그룹 과 함께 여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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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nnot make a success in their business or 

profession are the ones whose concentration is poor. Many 

of those who have succeeded in life owe this to the fact that 

their concentration is good. If one is an artist, with the help of 

concentration one can produce wonderful works. If one is a 

scientist, one can achieve great results in science. If one is a poet, 

poetry will be easy to write. However qualified a person may 

be, he will not be able to make the best use of his qualifications 

without concentration. He can hardly be called qualified at all.

구문 Check
(해석이 막히는 구문을 적고 반복해서 학습)

03  

그들의 사업이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의 원인을 그들의 집중력이 훌륭하다는 사실로 돌린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술가라면, 집중력의 

도움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학자라면 과학에서 위대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인이라면, 시를 쉽게 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집중

력이 없다면 그는 그의 능력을 가장 잘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결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불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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