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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선생님의 Tip!  

 

어휘 영역은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배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점만큼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휘 문제는 문장 안에 있는 핵심어 혹은 키워드 아니면 내용상 핵심어를 찾아 뜻과 문맥을 활용하여 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력과 뜻, 그리고 문맥활용이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어휘 채점 요소 

 

(1) 이해/ 문맥 

(2) 어휘 

(3) 이디엄/ 구동사 

어휘 문제를 틀리는 이유 

 

(1)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2) 문제에 근거 없는 답을 고른다 

(3) 어휘의 뜻을 모른다 

 

다음 일주일 동안 어휘 공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자주 등장하는 어휘 암기 

2. 독해 

3. 한글 해석 → 문맥이해하기 

4. 오답으로 나온 어휘 암기  

5. 이디엄과 구동사 표현 알아두기 

 

단어를 외울 때에는 무작정 외우는 것 보다는 연상법, 스토리텔링 및 어원을 통해 단어를 암기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선택할 시에 그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또는 부사/명사 인지 파악해야 오답을 고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단기 회원 여러분, 이번 시험도 파이팅 합시다! 

 

 
 

 

1. Part 1 

Part 1에서만 출제되는 문제는 이디엄과 구동사 문제입니다.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모든 이디엄과 구동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암기하고 나머지는 풀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예시 1 

A: Didn’t you think the food tasted a bit strange? 

B: No, it didn’t seem particularly __________ to me. 

(a) weary 
(b) prolific 
(c) savoury 
(d) peculiar 

 
 

A: Didn’t you think the food tasted a bit strange? 

B: No, it didn’t seem particularly __________ to me. 

(a) weary (피곤한) 

(b) prolific (풍부한) 

(c) savory (맛있는) 

(d) peculiar (독특한) 

 
 

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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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A: Why did John move out in such a hurry? 
B: I have no idea why he __________ his apartment all of a 
sudden. 

(a) apprehended 
(b) removed 
(c) vacated 
(d) wavered 

 

A: Why did John move out in such a hurry? 
B: I have no idea why he __________ his apartment all of a 
sudden. 

(a) apprehended (체포하다) 

(b) removed (제거하다) 

(c) vacated (비우다) 

(d) wavered (주저하다, 망설이다) 

 
 

답: (c) 

 
 

 

2. Part 2 

Part 2 에서는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 어휘들은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었던 어휘는 꼭 암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것입니다. 

 
 

예시 1 

Although the pay is less than full-time employees, 
__________ positions have their own benefits in terms of 
gaining valuable work experience. 

(a) volunteer 
(b) senior 
(c) internship 
(d) permanent 

 

Although the pay is less than full-time employees, 
__________ positions have their own benefits in terms of 
gaining valuable work experience. 

(a) volunteer (자원 봉사자) 

(b) senior (상급직) 

(c) internship (인턴직) 

(d) permanent (정규직) 

 
 

답: (c) 

예시 2 

The doctor flew to Africa to treat those in need of immediate 
medical care, dedicating her life to __________ to mankind. 

(a) unanimity 
(b) conservation 
(c) benevolence 
(d) imperviousness 

 

The doctor flew to Africa to treat those in need of immediate 
medical care without pay, dedicating her life to __________ 
to mankind. 

(a) unanimity (만장 일치) 

(b) conservation (보존, 관리) 

(c) benevolence (자선심) 

(d) imperviousness (불침투성)  

 
 

답: (c) 

예시 3 

More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continue to __________ 
around the world because life is becoming more hectic with 
less time for decent meals. 

(a) bungle 
(b) proliferate 
(c) perspire 
(d) envisage 

 

More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continue to __________ 
around the world because life is becoming more hectic with 
less time for decent meals. 

(a) bungle (실수하다) 

(b) proliferate (증식하다) 

(c) perspire (땀이 나다) 

(d) envisage (생각하다, 직시하다) 

 

답: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