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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휘력 총평

ΟΟΟ 님의 어휘력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개인별 검사 하위 분야별
분포

어휘의 사전적 의미란?
'어휘의 개관적,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가?'에 대한 능력 그래프입니다. 자신이
어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 어휘 실력 (어휘 간 의미관계
파악, 어휘의 적절한 사용 등 )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간의 관계란?

전체 분포도에서 개인의
위치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 그리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능력 그래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휘 간의
관계(유의, 반의 관계 등 )를 파악하고 있는지 ,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휘 간 의미관계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유로운 언어 구사가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사용이란?
'어휘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그래프입니다. 책이나
글을 보면 이해하지만 실제로 어휘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만
어휘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ΟΟΟ 님의 어휘력 결과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중상

어휘의
의미
파악
능력이
비교적
훌륭한
편입니다.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그 자체로 언어
생활에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ΟΟΟ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어휘 의미의
적절한 사용

상

이 수준의 어휘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활용된 다양한 어휘의 의미를
습득하고, 그렇게 습득된 어휘에 대한 지식을 보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휘력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매체, 다양한 분야의 어휘를 고루 접해 보다
풍부하고 세련된 언어 활동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휘의
의미간 관계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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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관계나 한 단어의 다의적인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고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휘의
다의적인
의미나,
연어
관계-다른
어휘와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모든 언어 활동에서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어휘 목록

기색

[명사]

정의(뜻) : 얼굴에 나타난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 따위.
비슷한말 : 얼굴 빛, 안색(顔色), 기상(氣象)
교과서 용례 : "정 계장은 부끄러운 기색 없이 가슴을 쭉 펴고
저벅저벅, 아니, 사뿐사뿐 걷다가 버스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일반명사][초등7차국어(6-2)_1_한 걸음
더(p26~45)]

마련하다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정의(뜻) : 준비하다. 대비하다.
비슷한말 : 갖추다

비틀거리다

[타동사] 정의(뜻) : 자꾸 비틀비틀하다. 비틀대다. (작은말)배틀거리다.
비슷한말 : 배틀거리다, 배틀대다, 비틀비틀하다, 배쓱거리다,
비쓱거리다, 배틀대다, 비틀대다, 배척거리다, 비척거리다,
배트작거리다, 비트적거리다, 허청거리다, 허청대다,
허청허청거리다, 허청허청대다, 빼틀거리다, 빼틀대다,
삐틀거리다, 삐틀대다, 낭창하다
교과서 용례 : "한밤중에 로베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
바람으로 반쯤 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열쇠걸이판에서
열쇠를 집어 들고 계단 네 개를 걸어 내려갔다.[동사]
[초등7차국어(6-1)_5_한 걸음 더(p208~)]

삼키다

[타동사] 정의(뜻) : "1.입에 넣어 목구멍으로 넘기다. 예 :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다. 2.큰 것이 작은 것을 휩싸서 흔적도 없이
하다. 예 : 사나운 파도가 고깃배를 삼키다. 3.남의 것을
불법으로 차지하다.

선택하다

쏘이다
억제하다

오해하다
의심스럽다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정의(뜻) : 둘 이상의 것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뽑다.
비슷한말 : 택(擇)하다, 가리다, 고르다 뽑다, 골라잡다, 골라
가지다

[자동사] 정의(뜻) : "쏨을 당하다. 예 : 벌에 콧잔등을 쏘이다 ./쐐기에
쏘이다. 벌레에 쏘인 자리가 퉁퉁 붓고 아프다. (준말) 쐬다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정의(뜻) : 왕성하여지거나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름. 억륵(抑
勒).
비슷한말 : 억누르다, 참다
비슷한말 : 잘못 알다, 곱새기다

[형용사] 정의(뜻) : 보기에 의심되는 데가 있다. 의심쩍다.
비슷한말 : 의문(疑問)스럽다, 미심(未審)쩍다, 괴이(怪
異)하다, 괴이쩍다, 미심하다, 미신(未信)하다, 불심(不審)하다,
섭의(涉疑)하다, 의아(疑訝)하다, 의아스럽다, 괴아(怪訝)하다,
괴의(怪疑)하다
반대말 : 믿음직하다, 미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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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다
파악하다

헤프다
확신하다

[타동사] 정의(뜻) : "1.(물건을) 몸에 간직해 가지다. 예 : 많은 돈을
지니다./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정의(뜻) : [손에 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잘 이해하여
확실하게 앎.

[형용사] 정의(뜻) : "1.물건이 닳거나 없어지는 동안이 짧다. 예 :
식구가 많아 쌀이 헤프다. ↔마디다.
[하다형
타동사]

정의(뜻) : 굳게 믿다. 확실히 믿다.
비슷한말 : 굳게 믿다, 의심(疑心)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