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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婦(부): 지어미 ② 慢(만): 거만하다 ③ 掃(소): 쓸다 ④ 停(정): 머무르
다 ⑤ 歸(귀): 돌아가다
                                                                      정답 ⑤

2. 한자의 음, 짜임, 총획,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奔(분): 달리다, 方(방): 모, 총 4획
① 分(분): 나누다, 총 4획   ② 立(립): 서다, 총 5획   ③ 今(금): 이제, 총 4획 
④ 介(개): 끼이다, 총 4획   ⑤ 化(화): 되다, 총 4획

정답 ①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安(안): 편안하다, 危(위): 위태하다 ㄴ. 到(도): 이르다, 達(달): 이르다
               ㄷ. 省(성): 살피다, 察(찰): 살피다     ㄹ. 深(심): 깊다, 淺(천): 얕다

정답 ③

4.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好(호): 좋아하다 ㉡ 季(계): 계절

                                 정답 ②
                
5.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角逐(각축):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② 頭緖(두서): 일의 차례나 갈피.
③ 首相(수상): 내각의 우두머리
⑤ 優越(우월): 다른 것보다 나음.

정답 ④

6.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侍(시): 모시다 ① 特(특): 특별하다 ② 待(대): 기다리다 ③ 時(시): 때
④ 得(득): 얻다 ⑤ 代(대): 대신하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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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어의 음과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輿論(여론):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空論(공론): 실속이 없는 빈 논의를 함. 또는 그 이론이나 논의. 

정답 ③

8. 의미에 맞는 성어와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열쇠] 大器晩成(대기만성), [세로열쇠] 晩時之歎(만시지탄)
① 晩(만): 늦다 ② 期(기): 기약하다 ③ 失(실): 잃다 ④ 滿(만): 차다 
⑤ 歎(탄): 탄식하다

정답 ①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多事多難(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
② 刻骨難忘(각골난망):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③ 骨肉相爭(골육상쟁):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④ 難兄難弟(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⑤ 苦肉之策(고육지책):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  
             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0. 단문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를 알고 있는가?

 그 시초를 만든 자가 마땅히 그 끝을 책임진다.

정답해설 : ① 首丘初心(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② 日就月將(일취월장):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③ 一騎當千(일기당천): 한 사람의 기병이 천 사람을 당한다는 뜻으로, 싸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남을 이르는 말.
④ 結者解之(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

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⑤ 自初至終(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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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새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②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어떤 계책이든 내지 못할 것이 없다. 
③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에 이른다. 
④ 벼슬은 성취가 있음에서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았다는 데서 더해진다. 
⑤ 사흘 갈 길을 하루에 가고 열흘 눕는다. 

정답 ③

12.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음지가 바뀌어 양지로 변한다. 
② 근심은 소홀함에서 생기고, 재앙은 은미한 것에서 발생한다.  
③ 남의 공은 기억하고, 남의 허물은 잊어라. 
④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들이 그를 업신여긴다. 
⑤ 거울도 스스로 비추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한다. 

정답 ①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부모가 그 자식을 기르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이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비록 (가르치기는)하나 엄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정답해설 : ① 效(효): 본받다   ② 憎(증): 미워하다   ③ 修(수): 닦다
④ 勞(로): 일하다   ⑤ 敎(교): 가르치다

정답 ⑤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정답해설 : 子孝雙親樂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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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에서부터 생겨나고, 구층의 누대도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
된다. 

정답해설 : ① 천 리 길도 발아래 에서 시작한다. 
② 불행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으니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는가? 
③ 너그러우나 두려워하게 하고, 엄하더라도 사랑받게 하라. 
④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⑤ 죽을 곳에 그(병사)들을 빠뜨린 뒤에 살고, 망할 곳에 그(병사)들을 둔 뒤에 살아남

는다.
정답 ①

[16~17] 지문 풀이

 공자가 말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더라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옳지 못하고서 부유하고 또한 귀함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16.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霜降(상강): 서리가 내리다. [주술]
② 貴賓(귀빈): 귀한 손님. [수식]
③ 登頂(등정): 정상에 오르다. [술보]
④ 遵法(준법): 법령을 따르다. [술목]
⑤ 希望(희망):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병렬]

정답 ②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安貧樂道(안빈낙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

겨 지킴.
② 自强不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
③ 先見之明(선견지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④ 上善若水(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사상에서, 물을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던 말
⑤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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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지문 풀이

 (금와)왕의 여러 아들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장차 그를 해치려고 모의하였다. 주
몽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알려주며 말했다. “나라 사람 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써 어디 간들 안 되겠는가? 마땅히 빨리 그것을(대
책을) 도모하라.” 이에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과 함께 벗이 되어 가다가 엄
수(淹水)에 이르렀다. 엄수에 알려 말했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이 
다. 오늘 도망가는데 쫓는 자들이 거의 미쳤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이에 물고기
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건널 수 있었고 (건너고 나자) 다리가 풀어지니 쫓아오
던 기병들이 건널 수 없었다.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거기에) 도읍을 정하였다. 

18. 한문에 쓰인 단어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才(재): 재주, 略(략): 간략하다, 꾀                             정답 ④

19. 한문의 풀이 순서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건널 수 있었고 (건너고 나자) 다리가 풀어지니
渡(도): 건너다 → 得(득): ~할 수 있다 → 而(이): 그리고 → 橋(교) 다리 → 解(해) 풀다

                                           정답 ⑤

2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21~22] 지문 풀이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의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
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지은 바의 뜻을 ㉠기록하여 올렸다. …(중략)… 그 근정전
과 근정문에 대하여 말한다면,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폐하게 됨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정사의 큰 일에서야(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중략> 선유(先儒)들이 말하기를 ‘㉣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로 하였으니 이것이 임금의 부지런함입니다. 또 말하기를 ‘㉤
현인을 구하는 데에 부지런하고 현인을 쓰는 데에 빨리 한다.’했으니 신은 청컨대 
이로써 바치나이다.”

21.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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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3. 시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비바람이 그 해에 다 불지는 않았나 보다. 
② 오직 찬 솔만 세밑에도 푸름을 사랑하네. 
③ 아침에는 푸른 실 같았으나 저녁에 눈처럼 하얗게 되었네.
④ 한밤 종소리는 나그네 배에 들려오네. 
⑤ 달은 밝고 바람은 맑으니 흥이 남음이 있구나.                          정답 ③

[24~25] 지문 풀이

 (가) 강 푸르니 새 더욱 하얗고, 산 푸르니 꽃 ㉠불타는 듯하네.
     올봄도 보기만 하는 가운데 또 지나가니, (    ㉡    )

24. 시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煙(연): 연기   ② 燃(연): 불타다   ③ 燕(연): 제비   
④ 熟(숙): 익다   ⑤ 煩(번): 번거롭다                                    정답 ②

25.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어느 날이 고향에 돌아갈 해인가?   
② 수레를 몰아 고원에 오르네.    
③ 멀리서 온 나그네, 돌아가고픈 생각 간절하네.  
④ 지는 해 (아래서) 돌아가는 구름을 보네.   
⑤ 달이 밝으니 사랑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네.                           정답 ①

[26~28] 지문 풀이

 한 나라의 일은 마땅히 한 나라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려야지, 한 두 명의 
사사로운 사람과 ㉮더불어 욕심을 따라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한 나라 사람들의 공
론이 ㉠가리키고 바라는 사람을 취하여 관직을 맡기고 (맡은 일을) 이루도록 ㉡책
임지우면, (그것이) 바로 한 나라 사람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 공론은 곧 나라 사
람들이 한 가지로 ㉢추구하는 의논이다. 공론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라 사람들의 마
음을 모으겠는가?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원하지 않는 것
이라도 또한 따라 주고, 하고자 하는 것이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 하고자 하지 않
는 것 또한 따라 준다면, 비록 (잘) ㉤다스려지지 않고자 한들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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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문의 내용에 따른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를 하지 

말라.
ㄴ. 더불어 말할 수 있으나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ㄷ. 손해되는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 이름이 저절로 낮아지고 몸이 저절로 천해진다. 

정답 ④

27. 한문을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2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放心(방심):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② 獨斷(독단):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
③ 寡慾(과욕): 욕심이 적음. 또는 그 욕심
④ 論爭(논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

하여 다툼
⑤ 盲從(맹종):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름.

 정답 ②

[29~30] 한시 풀이

강의 달은 둥글었다가 다시 이지러지고 
뜰의 매화는 졌다가 또 피네.
봄을 만나도 돌아가지 못해 
홀로 망향대에 오르네.

29. 한시의 형식, 운자, 표현법, 띄어 읽기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둘째 구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셋째 구는 ‘逢春/歸未得’으로 띄어 읽는다.

                                                             정답 ①

3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