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ENGDANGI.com 

 

Copyrightⓒ. Mark Kim. 2016-2017. All Rights Reserved. 

 
 

 Mark 선생님의 Tip!  

 

안녕하세요, 영단기 회원 여러분! 영단기 텝스의 마크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청해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즉, 100%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핵심어 혹은 키워드를 파악하여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매달 같은 흐름과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 월 21 일 시험을 대비하여 내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각 

파트별로 출제자 의도와 예상 가능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트별 채점 요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1) 논리  

(2) 예상  

(3) 오답 유형  

(4) 구어체 표현 

(1) 논리  

(2) 일관성  

(3) 예상  

(4) 오답 유형  

(5) 구어체 표현 

(1) 목적  

(2) 상황  

(3) 디테일  

(4) 추론  

(5) 문제 유형 

(6) 표현 

(1) 중심 소재  

(2) 디테일  

(3) 추론  

(4) 문제 유형  

(5) 표현 

 
 

 
 

 

2. Part 1 

Part 1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는 우리의 영어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연결 능력도 있습니다. 논리적 연결이란 

앞에서 나오는 인물, 상황, 시제, 조건, 질문 등이 가장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는 답을 고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Part 

1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오답의 근거를 유형에 맞게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시 1 

M: I really like what you did with your hair. 
W: ____________________ 

(a) But I like your stylist better. 

(b) You’re more than welcome. 

(c) Thanks, I had it done yesterday. 
(d) You need some trimming on the side. 

 
 
 

답: (c) 

예시 2 

W: You should try to drink less coffee. 
M: ____________________ 

(a) I would like some tea instead. 

(b) That’s not what I had. 

(c) John drinks a lot, too. 
(d) I guess I could switch to tea. 

 
 
 

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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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 2 

Part 2 는 논리뿐만 아니라 대화의 일관성도 봐야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내용과 일관된 내용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1과 마찬가지로 오답의 근거를 유형에 맞게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시 1 

M: The air is unbreathable today. 

W: I know. It’s getting worse by the year. 

M: What’s causing all this pollution? 

W: ____________________ 

(a) I don’t think it’s that bad. 

(b) Last year was worse than this. 
(c)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d) Even the river is murky today. 

 
 

답: (d)  

예시 2 

W: How do you like my new jacket? 

M: It’s made for you. 

W: Do you think it’s too flashy? 

M: ____________________ 

(a) No, it’s not too big. 

(b) Yeah, go for something else. 
(c) Not to me. 
(d) I can still see you. 

 
 

답: (b) 

 
 

 
 
 

4. Part 2 

Part 3 는 대화의 목적 위주로 듣고 상황과 디테일을 대화의 목적에 맞게 들어야 합니다. 즉,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황은 문제-해결, 사건-인과, 계획-제안/의견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능력은 목적과 디테일을 잘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예시 1 

M: I need to refinance my student loans. 

W: Why don’t you consolidate them? 

M: I tried, but I will have to carry the loan longer if I do. 
W: Have you consulted with any financial advisors? 
M: No, but do you recommend anyone? 
W: I know a person. Let me give you his number. 
 
Q: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a) Consolidating student loans 
(b) Talking to a financial expert 
(c) Getting financial help from others 
(d) Resolving a financial issue 

 
 

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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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t 4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듯이 Part 4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소재를 잡고 뒤에서 이어지는 디테일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상황과 주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 소재를 잡는 것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무엇을 위한 광고인지, 그리고 그것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만약,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듣습니다. 만약,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으며 그 

사건의 원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해는 단순히 들리기만 한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채점하고자 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결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각 Part 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 모든 

것을 안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 1 

In 1936, composer Sergei Prokofiev was commissioned by the 

Central Children’s Theater in Moscow to create a new musical 

symphony for children. Prokofiev completed the score, called 
Peter and the Wolf, in just four days. He incorporated 
different instrument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characters 
in the play. When it debuted in May of 1936, it failed to attract 
much attention, so the attendance was poor. Despite the 
disappointing opening night, Peter and the Wolf later became 

one of the most famous pieces of children’s music, delight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to this very day. 
 
Q: Which is correct about Peter and the Wolf according to the 
lecture? 
(a) Prokofiev wrote the piece without much thought. 
(b) The symphony was a success at its first performance. 
(c) It features instruments that correspond to characters in a 
play.  
(d) It was originally written as a storybook. 
 
 

답: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