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어휘암기장
필수 어휘암기장 학습법
1. 본인이 선택한 학습 플랜에 맞추어 모의고사별로 정리된 핵심 어휘를 암기합니다.
2. 혼동되는 어휘는 체크해두고 복습 시 집중적으로 외우도록 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본 해커스 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국어 1 필수 어휘암기장을 복제•전송•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필수 어휘암기장

1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고유어

 우수리

 苦楚

1.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2. 일정한 수(수량)에 차고 남는 수(수량)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동의어

 잡도리하다 1.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다.
2.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다.

 辛酸

3. 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다.

 흔전만전

동의어

 辨濟

비교적 많은 수효의 것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다.

 償還
 領袖

내우외환 (안 내, 근심 우, 바깥 외, 근심 환)

동의어

변상(辨償)

상환 (갚을 상, 돌아올 환)
영수 (거느릴 영, 소매 수)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榮轉

십일지국 (열 십, 날 일, 갈 지, 국화 국)

영전 (영화 영, 구를 전)
전보다 더 좋은 자리나 직위로 옮김

한창때인 9월 9일이 지난 ‘9월 10일의 국화’라는 뜻

동의어

으로,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傍觀

기호지세 (말 탈 기, 범 호, 갈 지, 형세 세)

승전(升轉), 우천(優遷)

방관 (곁 방, 볼 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

만함

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

 健實

로 이르는 말

 興亡盛衰

변제 (분별할 변, 건널 제)

갚거나 돌려줌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騎虎之勢

산신(酸辛), 신초(辛楚)

남에게 진 빚을 갚음

한자 성어

 十日之菊

신산 (매울 신, 실 산)
2.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이르는 말 

는 듯한 모양

 內憂外患

고난(苦難)

1. 맛이 맵고 심

1. 매우 넉넉하고 흔한 모양
2. 돈
 이나 물건 등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

 건성드뭇
하다

고초 (쓸 고, 초나라 초)

건실 (굳셀 건, 열매 실)
1. 생각, 태도 등이 건전하고 착실함

흥망성쇠 (일 흥, 망할 망, 성할 성, 쇠할 쇠)

2. 몸이 건강함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3.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음

 貶下

폄하 (낮출 폄, 아래 하)
가치를 깎아내림

 陶冶

도야 (질그릇 도, 풀무 야)
1.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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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2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고유어

 금새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

 금세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不定

일정하지 않음

사용함

 가뭇없이

 否定

2.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이러니저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죄다 몰아서

 다문다문

1. 시간적으로 잦지 않고 좀 드물게

 喜捨

2. 신불(神佛, 신령과 부처)의 일로 돈이나 물건을 기
부함

1.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속담

2. 보기보다 야무진 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1.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

한자 성어

 切磋琢磨

유적으로 이르는 말

절차탁마 (끊을 절, 갈 차, 다듬을 탁, 갈 마)

2.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옥이나 돌 등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라는 뜻으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肝膽相照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 해도 사람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다는 뜻으

간담상조 (간 간, 쓸개 담, 서로 상, 비칠 조)

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여 이르는 말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

 附和雷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부화뇌동 (붙을 부, 화할 화, 우레 뇌, 한가지 동)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指鹿爲馬

희사 (기쁠 희, 버릴 사)
1. 어떤 목적을 위해 기꺼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음

2. 공간적으로 촘촘하지 않고 사이가 좀 드물게

 알심

부정 (아닐 부, 정할 정)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함

1.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도파니

부정 (아닐 부, 정할 정)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록위마 (가리킬 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1. 윗
 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는말
2. 모
 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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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고유어

 뒷갈망

일의 뒤끝을 맡아서 처리함

 손방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애오라지

1. ‘겨우’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동의어

 洞察

뒷감당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通察

통찰 (통할 통, 살필 찰)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봄

2.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벼리

통찰 (밝을 통, 살필 찰)

동의어

1.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

 挑出

2.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

통람(通覽)

도출 (돋울 도, 날 출)
시비나 싸움을 걺

한자 성어

 如履薄氷

 導出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냄

여리박빙 (같을 여, 밟을 리, 엷을 박, 얼음 빙)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

 志向

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隔靴搔癢

쪽으로 쏠리는 의지

 指向

나 철저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

득롱망촉 (얻을 득, 고개 이름 롱, 바랄 망, 나라 이름 촉)
속담

농(隴)을 얻고서 촉(蜀)까지 취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

적으로 이르는 말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지못하여 건성으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

사필귀정 (일 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르는 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盧生之夢

 나간 놈의 집구석이라

노생지몽 (성씨 노, 날 생, 갈 지, 꿈 몽)

집 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

 一炊之夢

 절 모르고 시주하기

일취지몽 (한 일, 불 땔 취, 갈 지, 꿈 몽)

애써 한 일이지만 잘 알아보고 똑똑히 처리하지 못하여 아무 보람도

인생이 덧없고 영화(榮華)도 부질없음을 비유적으로

없이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르는 말

 癡人說夢

지향 (가리킬 지, 향할 향)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

 事必歸正

지향 (뜻 지, 향할 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

격화소양 (사이 뜰 격, 신 화, 긁을 소, 가려울 양)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에 차지 않거

 得隴望蜀

도출 (인도할 도, 날 출)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치인설몽 (어리석을 치, 사람 인, 말씀 설, 꿈 몽)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

어리석은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한다는 뜻으로, 허황된

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

말을 지껄임을 이르는 말

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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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4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고유어

 追憶

 고삿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고샅

1.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

 指針

하여 주는 준칙

1. 물건의 밑이나 옆 등에 다른 물체를 대다.

2. 지시 장치에 붙어 있는 바늘. 시계의 바늘이나 나침

2.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하다.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삼수갑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

반의 바늘, 계량기의 바늘 등이 있음

 念慮

는 그런 걱정

교묘한 말로 떠벌려 남을 농락하는 짓

 沈黙

2.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비밀을
지킴. 또는 그런 상태

맹서 (맹세 맹, 맹세할 서)

3. 일의 진행 상태나 기계 등이 멈춤. 또는 그런 상태

‘맹세(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의 원말

 鏡戒

 惆然
 安易

안이 (편안 안, 쉬울 이)

록함

1. 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나 경향이 있음

경계 (경계할 경, 경계할 계)

2. 근심이 없이 편안함

1.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揚揚

2. 옳
 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

양양 (날릴 양, 날릴 양)
뜻한 바를 이룬 만족한 빛을 얼굴과 행동에 나타내

러서 주의하게 함

 源泉

추연 (실심할 추, 그럴 연)
처량하고 슬픔

경계 (거울 경, 경계할 계)
분명히 타일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

 警戒

침묵 (잠길 침, 잠잠할 묵)
1.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한자어

 盟誓

염려 (생각 염, 생각할 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

산. 조선 시대에 귀양지의 하나

 언구럭

지침 (가리킬 지, 바늘 침)
1. 생활이나 행동 등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

2. 좁은 골짜기의 사이

 받치다

추억 (쫓을 추, 생각할 억)

는 면이 있음

원천 (근원 원, 샘 천)

 健勁

1. 사물의 근원

건경 (굳셀 건, 굳셀 경)
아주 힘차고 씩씩함

2.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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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5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 성어

 牽强附會

 炸裂

1. 포탄 등이 터져서 쫙 퍼짐

견강부회 (이끌 견, 강할 강, 붙을 부, 모일 회)

2.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이 포탄이 터지듯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리하게 함

 見蚊拔劍

 割據

견문발검 (볼 견, 모기 문, 뽑을 발, 칼 검)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

 伸張
 提高

운 지경을 보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跛行

목불인견 (눈 목, 아닐 불, 참을 인, 볼 견)

2. 일이나 계획 등이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亡羊之歎/ 망양지탄 (망할 망, 양 양, 갈 지, 탄식할 탄)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속담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
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술 익자 체 장수 간다
술이 익어 체로 걸러야 할 때에 마침 체 장수가 지나간다는 뜻으로,

 麥秀之歎/ 맥수지탄 (보리 맥, 빼어날 수, 갈 지, 탄식할 탄)

일이 공교롭게 잘 맞아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髀肉之歎/ 비육지탄 (넓적다리 비, 고기 육, 갈 지, 탄식할 탄)
髀肉之嘆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낫고 편리한 것을 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

는말

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風樹之歎/ 풍수지탄 (바람 풍, 나무 수, 갈 지, 탄식할 탄)
風樹之嘆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비거나 언덕을 디뎌 볼 수 있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

다는 뜻으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

을 이르는 말

거나 이룰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어

한자어

 猖獗

파행 (절름발이 파, 다닐 행)
1. 절뚝거리며 걸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麥秀之嘆

제고 (끌 제, 높을 고)
쳐들어 높임

을 이르는 말

亡羊之嘆

신장 (펼 신, 베풀 장)
세력이나 권리 등이 늘어남. 또는 늘어나게 함

견위수명 (볼 견, 위태할 위, 줄 수, 목숨 명)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나라의 위태로

 目不忍見

할거 (벨 할, 근거 거)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굳게 지킴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見危授命

작렬 (터질 작, 찢을 렬)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

 앞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

창궐 (미쳐 날뛸 창, 날뛸 궐)

남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지레짐작으로 믿고만 있다가 낭패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등이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없이 퍼짐

동의어

동네 색시 믿고 장가 못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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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6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고유어

 感賞

 골내다

비위에 거슬리거나 마음이 언짢아서 성을 내다.

 북새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

감상 (느낄 감, 상줄 상)
마음에 깊이 느끼어 칭찬함

 感傷

감상 (느낄 감, 다칠 상)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또
는 그런 마음

한자 성어

 棟梁之材

 賠償

동량지재 (마룻대 동, 들보 량, 갈 지, 재목 재)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이라는 뜻으로, 한 집안
이나 한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

 流通

재를 이르는 말

 井底之蛙

2. 상품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

정저지와 (우물 정, 밑 저, 갈 지, 개구리 와)

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이르는 말

 依據

의거 (의지할 의, 근거 거)
어떤 사실이나 원리 등에 근거함

상분지도 (맛볼 상, 똥 분, 갈 지, 무리 도)
대변이라도 맛볼 듯이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고 몹

 被害

시 아첨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膠柱鼓瑟

유통 (흐를 유, 통할 통)
1. 화폐나 물품 등이 세상에서 널리 쓰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소견이나 견문이 매우 좁음을

 嘗糞之徒

배상 (물어 줄 배, 갚을 상)

피해 (입을 피, 해할 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

교주고슬 (아교 교, 기둥 주, 북 고, 큰 거문고 슬)
아교풀로 비파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붙여 놓으면

관용구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
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

 厚顔無恥

 흘게가 늦다

후안무치 (두터울 후, 낯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1. 흘게(매듭·사개·고동·사북 따위를 단단하게 조인 정도나, 어떤 것을
맞추어서 짠 자리)가 조금 풀려 느슨하다.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2. 성격이나 하는 짓이 야무지지 못하다.

한자어

 挫氣

 낯을 들다
남을 떳떳이 대하다.

좌기 (꺾을 좌, 기운 기)
기세가 꺾임. 또는 기세를 꺾음

 念意

염의 (생각 염, 뜻 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感想

감상 (느낄 감, 생각 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鑑賞

감상 (거울 감, 상줄 상)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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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7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한자 성어

 漸入佳境

점입가경 (점점 점, 들 입, 아름다울 가, 지경 경)

 報道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

2. 시
 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

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莫逆之間

 與否

 同病相憐

1.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는 아

2.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

 拓本

비석, 기와, 기물 등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그대로 떠냄. 또는 그렇게 떠낸 종이

동병상련 (한가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

 啓發
 開發

이르는 말

1. 토지나 천연자원 등을 유용하게 만듦
2.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하게 함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

3. 산업이나 경제 등을 발전하게 함

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

4.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密接

양자택일 (두 양, 놈 자, 가릴 택, 한 일)
 把握

파악 (잡을 파, 쥘 악)

표리부동 (겉 표, 속 리, 아닐 부, 한가지 동)

1. 손으로 잡아 쥠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2.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
여앎

이이제이 (써 이, 오랑캐 이, 절제할 제, 오랑캐 이)
 體系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
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

 富貴功名

밀접 (빽빽할 밀, 이을 접)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 또는 그런 관계에 있음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

 以夷制夷

개발 (열 개, 필 발)

법고창신 (법 법, 옛 고, 비롯할 창, 새 신)

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함을 이르는 말

 表裏不同

계발 (열 계, 필 발)
슬기나 재능, 사상 등을 일깨워 줌

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兩者擇一

탁본 (박을 탁, 근본 본)

교언영색 (공교할 교, 말씀 언, 하여금 영, 빛 색)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

 法古創新

여부 (더불 여, 아닐 부)

막역지간 (없을 막, 거스릴 역, 갈 지, 사이 간)
주 친한 사이를 이르는 말

 巧言令色

보도 (알릴 보, 길 도)

1.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체계 (몸 체, 맬 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
직되어 통일된 전체

부귀공명 (부유할 부, 귀할 귀, 공 공, 이름 명)
 存在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존재 (있을 존, 있을 재)
1. 현실에 실제로 있음. 또는 그런 대상
2.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 만한 두드러진 품위나 처
지. 또는 그런 대상

 屬性

속성 (무리 속, 성품 성)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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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8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한자 성어

 回賓作主

회빈작주 (돌아올 회, 손 빈, 지을 작, 주인 주)

 師事

로, 어떤 일에 대하여 주장하는 사람을 제쳐 놓고 자

 懸案

기 마음대로 처리함을 이르는 말

 救世濟民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

 逆調

반면교사 (돌이킬 반, 낯 면, 가르칠 교, 스승 사)
 好事家

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2. 남의 일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식자우환 (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稼動

직여 일하게 함

절체절명 (끊을 절, 몸 체, 끊을 절, 목숨 명)
 可動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
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茫然自失

 隱蔽

망연자실 (아득할 망, 그럴 연, 스스로 자, 잃을 실)

은폐 (숨을 은, 덮을 폐)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대기만성 (큰 대, 그릇 기, 늦을 만, 이룰 성)

 隱閉

은폐 (숨을 은, 닫을 폐)
숨어서 나오지 않음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百難之中

가동 (옳을 가, 움직일 동)
움직일 수 있음

멍하니 정신을 잃음

 大器晩成

가동 (심을 가, 움직일 동)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여 일함. 또는 기계 등을 움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絕體絕命

호사가 (좋을 호, 일 사, 집 가)
1.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살신성인 (죽일 살, 몸 신, 이룰 성, 어질 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識字憂患

역조 (거스릴 역, 고를 조)
일의 진행이 나쁜 방향으로 되어 가는 상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

 殺身成仁

현안 (달 현, 책상 안)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구세제민 (구원할 구, 인간 세, 건널 제, 백성 민)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함

 反面敎師

사사 (스승 사, 일 사)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손님으로 온 사람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으

 鑑定

감정 (거울 감, 정할 정)

백난지중 (일백 백, 어려울 난, 갈 지, 가운데 중)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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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9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 성어

 赤手空拳

 受容

1. 어떤 것을 받아들임

적수공권 (붉을 적, 손 수, 빌 공, 주먹 권)

2. 감상(鑑賞)의 기초를 이루는 작용으로, 예술 작품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

등을 감성으로 받아들여 즐김

음을 이르는 말

 牛溲馬勃

 收容

우수마발 (소 우, 반죽할 수, 말 마, 노할 발)

시설에 모아 넣음

이나 글 또는 품질이 나빠 쓸 수 없는 약재 등을
이르는 말

 收用

2. 질
 경이와 버섯류라는 뜻으로, 매우 흔하면서도 약

 需用

성동격서 (소리 성, 동녘 동, 칠 격, 서녘 서)

 索引

적을 유인하여 이쪽을 공격하는 체하다가 그 반대쪽

2.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 등을 쉽게 찾

난형난제 (어려울 난, 형 형, 어려울 난, 아우 제)

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

해 놓은 목록

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

 搜索

움을 이르는 말

 省略

생략 (덜 생, 간략할 략)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뺌

승복 (이을 승, 옷 복)
 省察

1. 납득하여 따름
2. 죄를 스스로 고백함

성찰 (살필 성, 살필 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개악 (고칠 개, 악할 악)

 能率

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

능률 (능할 능, 비율 률)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

몽매 (꿈 몽, 잘 매)

 統率

잠을 자면서 꿈을 꿈. 또는 그 꿈

 反芻

수색 (찾을 수, 찾을 색)
구석구석 뒤지어 찾음

한자어

 夢寐

색인 (찾을 색, 끌 인)
1. 어떤 것을 뒤져서 찾아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밝힘

을 치는 전술을 이르는 말

 改惡

수용 (쓸 수, 쓸 용)
사물을 꼭 써야 할 곳에 씀. 또는 그 일이나 물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으로,

 承服

수용 (거둘 수, 쓸 용)
거두어들여 사용함

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難兄難弟

수용 (거둘 수, 얼굴 용)
범법자, 포로, 난민, 관객, 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나

1. 소
 의 오줌과 말의 똥이라는 뜻으로, 가치 없는 말

 聲東擊西

수용 (받을 수, 얼굴 용)

통솔 (거느릴 통, 거느릴 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림

반추 (돌이킬 반, 꼴 추)

 下降

1. 어
 떤 일을 되풀이하여 생각함. 또는 그런 일

하강 (아래 하, 내릴 강)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

2. 삼
 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또는 그런 일

 降伏

항복 (항복할 항, 엎드릴 복)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려 굴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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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0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고유어

 거리
 축

 浩然之氣
오이나 가지 등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1.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가지 오십 개를 이름

2.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貧而無怨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축은 오징어 스무 마리

빈이무원 (가난할 빈, 말 이을 이, 없을 무, 원망할 원)
가난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음

를 이름

 쌈

호연지기 (넓을 호, 그럴 연, 갈 지, 기운 기)

 不撓不屈

1.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
를 이름

불요불굴 (아닐 불, 어지러울 요, 아닐 불, 굽힐 굴)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음

2. 옷
 감, 피혁 등을 알맞은 분량으로 싸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

한자어

3.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한 쌈은 금 백 냥쭝

 不顧

을 이름

 울력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또는 그런 힘

 설피다

1. 짜거나 엮은 것이 거칠고 성기다.

1. 돌아보지 않음
2. 돌보지 않음

 類例

2. 솜씨가 거칠고 서투르다.

2.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1. 조금 많이

 休憩室

2. 정도가 조금 낫게

 사품

 高踏的

 彌縫策

고답적 (높을 고, 밟을 답, 과녁 적)

동의어

미봉책 (미륵 미, 꿰맬 봉, 꾀 책)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計策)

단표누항 (소쿠리 단, 바가지 표, 더러울 누, 거리 항)

 口頭禪

구두선 (입 구, 머리 두, 선 선)
1. 실행이 따르지 않는 실속이 없는 말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2. 불교에서, 경문(經文)의 글귀만 읽고 참된 선(禪)

누항단표(陋巷簞瓢)

의 도를 닦지 않는 태도

물아일체 (물건 물, 나 아, 한 일, 몸 체)

    동의어 구두 삼매(口頭三昧)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

 言必稱

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無爲自然

휴게실 (쉴 휴, 쉴 게, 집 실)

기는. 또는 그런 것

혈혈단신 (외로울 혈, 외로울 혈, 홑 단, 몸 신)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物我一體

전례(前例)

속세에 초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簞瓢陋巷

동의어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방

어떤 동작이나 일이 진행되는 바람이나 겨를

한자 성어

 孑孑單身

유례 (무리 유, 법식 례)
1. 같거나 비슷한 예

3. 언행이 덜렁덜렁하고 거칠다.

 나우

불고 (아닐 불, 돌아볼 고)

언필칭 (말씀 언, 반드시 필, 일컬을 칭)
말을 할 때마다 이르기를. 또는 말을 할 때마다 반

무위자연 (없을 무, 할 위, 스스로 자, 그럴 연)

드시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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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1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고유어

 貴下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괴괴하다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

 귀살쩍다

일이나 물건 등이 마구 얼크러져 정신이 뒤숭숭하거

1. 편지글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
는말
2. 듣는 이를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拜白

나 산란하다.

름 아래에 쓰는 말

 拜上

사양지심 (말씀 사, 사양할 양, 갈 지, 마음 심)

을 다 쓴 뒤에 자기 이름 다음에 쓰는 말

이름. 인의예지(仁義禮智) 가운데 예에서 우러나옴

 卽見

각고면려 (새길 각, 쓸 고, 힘쓸 면, 힘쓸 려)

사람에게 편지할 때 그 이름 밑에 씀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

 全開

면종복배 (낯 면, 좇을 종, 배 복, 배반할 배)

 展開

이심전심 (써 이, 마음 심, 전할 전, 마음 심)

2. 내용을 진전시켜 펴 나감

 消音

한자어

록함

 騷音

2. 빛
 이나 소리의 파동이 한 물질을 통과하여 다른 물

소음 (떠들 소, 소리 음)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질의 경계면에 이르는 일

 墮落

예우 (예도 예, 만날 우)

타락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함

 威嚴

소음 (사라질 소, 소리 음)
소리를 없애거나 작게 하여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

투사 (던질 투, 쏠 사)
1. 창이나 포탄 등을 내던지거나 쏨

 禮遇

전개 (펼 전, 열 개)
1. 열리어 나타남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投射

전개 (온전할 전, 열 개)
꽃이 활짝 다 핌. 만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以心傳心

즉견 (곧 즉, 볼 견)
편지글에서, 즉시 보라는 뜻으로 덧붙이는 말. 손아랫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面從腹背

배상 (절 배, 위 상)
절하며 올린다는 뜻으로, 예스러운 편지글에서 사연

사단(四端)의 하나. 겸손히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을

 刻苦勉勵

배백 (절 배, 흰 백)
엎드리어 절하고 사뢴다는 뜻으로, 편지 끝의 자기 이

한자 성어

 辭讓之心

귀하 (귀할 귀, 아래 하)

 避暑

위엄 (위엄 위, 엄할 엄)

피서 (피할 피, 더울 서)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

 陰散

음산 (그늘 음, 흩을 산)
1. 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함
2. 분위기가 을씨년스럽고 썰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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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2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誇張

 確立

체계나 견해, 조직 등이 굳게 섬. 또는 그렇게 함

과장 (자랑할 과, 베풀 장)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

 科長

 守護
 霸權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

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

수식 (머리 수, 꾸밀 식)

2. 국제 정치에서,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
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

수식 (닦을 수, 꾸밀 식)

는 권력

1. 겉모양을 꾸밈

 掌握

2. 문장의 표현을 화려하게, 또는 기교 있게 꾸밈

있게 됨을 이르는 말

명하게 하는 일

 革新

농단 (밭두둑 농, 끊을 단)

서 새롭게 함

2.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

 格上

결락 (이지러질 결, 떨어질 락)

높임

은닉 (숨을 은, 숨길 닉)

 秋懷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遝至

 收奪

수탈 (거둘 수, 빼앗을 탈)
강제로 빼앗음

통제 (거느릴 통, 절제할 제)

 閑情

1. 일
 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한정 (한가할 한, 뜻 정)
한가로운 심정

제약함
2. 권력으로 언론·경제 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는 일

 抹消

추회 (가을 추, 품을 회)
가을철에 느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답지 (뒤섞일 답, 이를 지)
한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옴

 統制

격상 (격식 격, 위 상)
자격이나 등급, 지위 등의 격이 높아짐. 또는 그것을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떨어져 나감

 隱匿

혁신 (가죽 혁, 새 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1.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

 缺落

장악 (손바닥 장, 쥘 악)
손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3. 문
 장에서 체언과 용언에 말을 덧붙여 뜻을 더욱 분

 壟斷

패권 (으뜸 패, 권세 권)
1.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

여자의 머리에 꽂는 장식품

 修飾

수호 (지킬 수, 도울 호)
지키고 보호함

과장 (과목 과, 길/어른 장)
대학이나 병원 등에서, 한 과(科)의 운영을 책임지는

 首飾

확립 (굳을 확, 설 립)

 勸農

권농 (권할 권, 농사 농)
농사를 장려함

말소 (지울 말, 사라질 소)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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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3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한자 성어

 名不虛傳

명불허전 (이름 명, 아닐 불, 빌 허, 전할 전)

 離別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

 菽麥不辨

 自處

1.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함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리석

2.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함

 希望

잘 모름을 이르는 말

2.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

 所望

유명무실 (있을 유, 이름 명, 없을 무, 열매 실)

 見物生心

 建設

1.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들어 세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

2. 조직체 등을 새로 이룩함

 潛在

견물생심 (볼 견, 물건 물, 날 생, 마음 심)

 變化

당랑거철 (사마귀 당, 사마귀 랑, 막을 거, 바퀴 자국 철)

변화 (변할 변, 될 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짐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發展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발전 (필 발, 펼 전)
1.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연목구어 (인연 연, 나무 목, 구할 구, 물고기 어)

2.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事例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雪上加霜

잠재 (잠길 잠, 있을 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생김

 緣木求魚

건설 (세울 건, 베풀 설)

불편부당 (아닐 불, 치우칠 편, 아닐 부, 무리 당)

실제 물건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螳螂拒轍

소망 (바 소, 바랄 망)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不偏不黨

희망 (바랄 희, 바랄 망)
1.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호구지책 (풀칠할 호, 입 구, 갈 지, 꾀 책)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

 有名無實

자처 (스스로 자, 곳 처)

숙맥불변 (콩 숙, 보리 맥, 아닐 불, 분별할 변)
고 못난 사람 또는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糊口之策

이별 (떠날 이, 나눌 별)
서로 갈리어 떨어짐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례 (일 사, 법식 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설상가상 (눈 설, 위 상, 더할 가, 서리 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
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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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4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관용구

고유어

 느루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오래도록

 마을

1.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2.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동의어

 손이 재다
일 처리가 빠르다.

마실

 손을 맺다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다.

한자어

 背任

 손에 붙다
배임 (등 배, 맡길 임)

능숙해져서 의욕과 능률이 오르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撞着

 손이 걸다

당착 (칠 당, 붙을 착)

1.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1. 말이나 행동 등의 앞뒤가 맞지 않음

2. 수단이 좋고 많다.

2. 서로 맞부딪침

 迫切

속담

박절 (핍박할 박, 끊을 절)

 아닌 보살 하다

1. 인정이 없고 쌀쌀함
2. 다급함

 綢繆
 決裁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한다는 말

주무 (얽을 주, 얽을 무)

 입추의 여지가 없다

미리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함

송곳 끝도 세울 수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

결재 (결단할 결, 마를 재)

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
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決濟

1.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
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

결제 (결단할 결, 건널 제)

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2. 증
 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래 관계를 끝맺는 일

 傍證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다

방증 (곁 방, 증거 증)

사람이 무슨 일에나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처신할 줄 모름을 비유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적으로 이르는 말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
을 줌. 또는 그 증거

 反證

반증 (돌이킬 반, 증거 증)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음을 그에 반대되는 근
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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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5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고유어

 칠칠맞다

 明確

1. 옷
 차림이나 몸치레가 초라하거나 너절하지 않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명백하고 확실함

2.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칠칠맞지
못하다

 轉換

1. 옷
 차림이나 몸치레가 초라하거나 너절하다. 더럽

 促求

2. 성질이나 일 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
우습지도 않은데 꾸며서 웃는 웃음

 뒷귀

들은 것에 대한 이해력을 이르는 말

 가직하다

거리가 조금 가깝다.

 맵자하다

모양이 제격에 어울려서 맞다

전환 (구를 전, 바꿀 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고 단정하지 못하다.

 선웃음

명확 (밝을 명, 굳을 확)

촉구 (재촉할 촉, 구할 구)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

 附與

부여 (붙을 부, 줄 여)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등을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등을 붙여 줌

 構造

구조 (얽을 구, 지을 조)
1.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

한자 성어

 不恥下問

게 이루어진 얼개
2. 구조물

불치하문 (아닐 불, 부끄러울 치, 아래 하, 물을 문)
 障礙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
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無不通知

1.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
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무불통지 (없을 무, 아닐 불, 통할 통, 알 지)

2.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무슨 일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

 明若觀火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명약관화 (밝을 명, 같을 약, 볼 관, 불 화)

 含蓄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反面敎師

함축 (머금을 함, 모을 축)
1.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간직함

반면교사 (돌이킬 반, 낯 면, 가르칠 교, 스승 사)

2. 말이나 글이 많은 뜻을 담고 있음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

 志操

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先見之明

장애 (막을 장, 거리낄 애)

지조 (뜻 지, 잡을 조)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

선견지명 (먼저 선, 볼 견, 갈 지, 밝을 명)

한 의지. 또는 그런 기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속담

 차돌에 바람이 들면 백 리를 날아간다
야무지고 알찬 사람일수록 한번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
동의어

차돌에 바람 들면 석돌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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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암기장

16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잘 외워지지 않는 어휘 및 표현은 박스에 체크하고,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자어

고유어

 拔群

 중절거리다 수다스럽게 중얼거리다.
 왜자하다

여럿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어남

1. 소문이 온 동네에 널리 퍼져 요란하다.

 絕倫

2. 왁자지껄하게 떠들썩하여 시끄럽다.

절륜 (끊을 절, 인륜 륜)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남

 적바림하다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글로 간단히 적어 두다.
 시나브로

발군 (뽑을 발, 무리 군)

 能辯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능변 (능할 능, 말씀 변)
1. 말을 능숙하게 잘함. 또는 그 말
2. 능변가

한자 성어

 鵬程萬里

 訥辯

붕정만리 (붕새 붕, 길 정, 일만 만, 마을 리)
1.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아주 멂

동의어

더듬거리는 서툰 말솜씨

산천만리

2. 아주 발전의 여지가 많은 장래를 비유적으로 이르

 斬新

는말

 累卵之勢

 陳腐
 謙遜

금란지계 (쇠 금, 난초 란, 갈 지, 맺을 계)

 驕慢

십시일반 (열 십, 숟가락 시, 한 일, 밥 반)

교만 (교만할 교, 거만할 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

 造作

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

조작 (지을 조, 지을 작)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자포자기 (스스로 자, 사나울 포, 스스로 자, 버릴 기)

 局面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음

 轉禍爲福

겸손 (겸손할 겸, 겸손할 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自暴自棄

진부 (묵을 진, 썩을 부)
사상, 표현, 행동 등이 낡아서 새롭지 못함

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十匙一飯

참신 (벨 참, 새 신)
새롭고 산뜻함

누란지세 (여러 누, 알 란, 갈 지, 형세 세)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

 金蘭之契

눌변 (말 더듬거릴 눌, 말씀 변)

국면 (판 국, 낯 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전화위복 (구를 전, 재앙 화, 할 위, 복 복)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疊疊山中

첩첩산중 (겹쳐질 첩, 겹쳐질 첩, 메 산, 가운데 중)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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