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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 섭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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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곯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
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
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
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정답: ②
해설: 
개재: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 사적 감정의 개재가 이 일의 변수이다.
계제:
「1」사다리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계제를 밟다
「2」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 변명할 계제가 없었다./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3.
정답: ①
해설: 
① 타율(명사)에(조사) 관한(동사) 한(명사) 독보적(명사)인(조사) 기록(명사)도(조사) 깨졌다(동사). → 
4개
② 상자(명사)에(조사) 이런(관형사) 것(명사)이(조사) 깔끔하게(형용사) 정돈되어(동사) 있었다.(동사) 
→ 2개
③ 친구(명사) 외(명사)에(조사)는(조사) 다른(관형사) 사람(명사)에게(조사) 항상(부사) 못되게(형용사) 
군다.(동사) → 3개
④ 저(관형사) 모퉁이(명사)에서(조사) 얼굴(명사)이(조사) 하얀(형용사) 이(명사)가(조사) 걸어오고(동
사) 있다.(동사) → 3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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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충분히(充分-):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규정(規正): 바로잡아서 고침.
규정(規定):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구조(救助):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조(構造):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
현상(懸賞):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걺.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현상(現象):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5. 
정답: ④
해설: 
후생가외(後生可畏):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
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오답 해설: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일패도지(一敗塗地):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
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을 이르는 말.
수서양단(首鼠兩端):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
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6.
정답: ①
해설: 영수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고, 민수는 그것보다는 정
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5이 시급하다고 했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7.
정답: ②
해설: 
서양인들과 동양인들 모두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
정답: ③
해설: ㉢을 보면, ‘대소’는 후환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주몽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주몽’이 준마를 얻
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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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를 고르면 된다. 

10.
정답: ②
해설: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한 부분은 없다,.

11.
정답: ②
해설: 
① 열쇠(통사적 합성어), 새빨갛다(파생어)
③ 감발(비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통사적 합성어)
④ 젊은이(통사적 합성어), 가로막다(통사적 합성어)

12.
정답: ③
해설: 
① 치뤄야 → 치러야
② 뒤쳐진 → 뒤처진
④ 잠궈 → 잠가

13.
정답: ①
해설: 
② 정한대로 → 정한 대로
③ 요청시 → 요청 시, 재조정 하여야 → 재조정하여야
④ 추진력 마저 → 추진력마저

14.
정답: ②
해설: 
㉡을 기준으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역접’에 해당하
므로, ‘첨가’를 뜻하는 ‘또한’이 오면 안 된다. 

15.
정답: ④
해설: 
① 부인(否認)
② 부정(否定)
③ 부결(否決)
④ 비운(否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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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 ③
해설: 
‘사고 우위론’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감동을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적절하다.

17.
정답: ④
해설: 
‘패널 토의’나 ‘심포지엄’은 모두 ‘토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은 
‘토론’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18.
정답: ④
해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고 ‘감정의 재’만 있다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기괴한 감금당한 감
정’에서 흥분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해설: 
한 사람(소년)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는 글이다. 

20.
정답: ④
해설: 
수강생에게 주의를 준 것을 염두에 두면 된다. 즉 공감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