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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久(구): 오래다   ② 靑(청): 푸르다    ③ 活(활): 살다    
④ 壽(수): 목숨, 오래 살다   ⑤ 舊(구): 옛

                                  정답 ④

2. 한자의 음, 한자의 짜임, 한자의 총획,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刊(간), 休: 회의, 哀: 총 6획, 看破(간파): 속내를 꿰뚫어 보고 알아차림.
① 看(간): 보다, 총 9획, 회의     ② 突(돌): 부딪치다, 총 9획, 회의
③ 革(혁): 가죽, 총 9획, 상형     ④ 急(급): 급하다, 총 9획, 형성
⑤ 倫(륜): 인륜, 총 10획, 형성

정답 ①
                
3.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板(판): 널빤지, ㉡ 査(사): 조사하다                       

정답 ②

4.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② 要塞(요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또는 그런 시설을 한 곳.
③ 形象(형상):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④ 軍旗(군기): 각 단위 부대를 상징하는 기.
⑤ 將星(장성): 장군(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답 ①

5. 단어의 음과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聲援(성원): 1. 소리를 질러 응원함. 2. 하는 일이 잘되도록 격려하거나 도
와줌.
成員(성원):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인원.
呼應(호응):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따위에 대답하거나 응함.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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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한자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走(주) 달리다   ② 步(보): 걷다   ③ 同(동): 같다   ④ 直(직): 곧다
⑤ 徐(서): 천천히

정답 ⑤

7.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庭(정): 뜰   ② 業(업): 일   ③ 程(정): 한도   ④ 題(제): 제목  
⑤ 誤(오): 그르치다

정답 ①

8.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登(등): 오르다     ② 地(지): 땅     ③ 等(등): 같다     
④ 連(련): 잇닿다     ⑤ 騰(등): 오르다

                     정답 ③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는 ‘日暮途遠(일모도원)’이고, 세로 열쇠는 ‘朝令暮改(조령모개)’

이다. 따라서 ㉠에는 ‘저물다, 저녁’의 뜻을 가진 ‘暮’가 들어가야 한다.
① 募(모): 모으다   ② 墓(묘): 무덤   ③ 幕(막): 장막   ④ 慕(모): 그리워하다

정답 ⑤

10.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如反掌(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
② 口舌數(구설수):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③ 背水陣(배수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下馬評(하마평):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관직에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

는 풍설(風說).
⑤ 長蛇陣(장사진):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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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後生可畏(후생가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
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
히 두렵다는 말.
② 骨肉之情(골육지정): 가까운 혈족 사이의 의로운 정.
③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④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

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⑤ 難兄難弟(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2. 주어진 한자로 사자성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目不忍見(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

음.
① 見物生心(견물생심):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② 目不識丁(목불식정):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③ 堅忍不拔(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
⑤ 識字憂患(식자우환):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정답 ④

13. 단문의 내용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①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② 동생에게 줄 재물은 없고 도둑에게 줄 재물은 있다. 
③ 제사를 돕는 자는 맛을 보고 싸움을 도운 자는 상처를 입는다. 
④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도리어 어지러움을 불러오게 된다. 
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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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사귀는 사람과 가깝게 지냈으나, 권세가 없어지면 달아났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사귀는 사람과도 친하게 지냈으나, 재물이 다하면 멀어졌다.

정답해설 : ① 炎涼世態(염량세태):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
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
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이르는 말.

③ 忘年之友(망년지우): 나이에 거리끼지 않고 허물없이 사귄 벗.
④ 脣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

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⑤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①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치가 흥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무너지는 것은 백
성의 마음을 거스르는 데 있다. 

정답해설 : ① 正(정): 바르다   ② 安(안): 편안하다   ③ 盛(성): 성하다   
④ 起(기): 일어나다   ⑤ 廢(폐): 폐하다, 무너지다

정답 ⑤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선한 일을 돕는 자는 복을 얻는다.
②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③ 하늘은 녹(祿) 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다. 
④ 착한 사람과 서로 만나면 복을 얻는다.
⑤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을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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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②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
③ 이미 말을 타면 또 끄는 사람을 생각한다. 
④ 친구가 허물이 있으면 충심으로 일러 주고 잘 이끌어야 한다. 
⑤ 나에게 좋은 재물이 있어야 이에 좋은 가격을 구한다. 

                                          정답 ⑤

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새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② 밤 지난 원한 없고 날 지난 은혜 없다. 
③ 도둑질한 이후에 잡아야지 이전에 잡아서는 안 된다. 
④ 람을 의심하면 쓰 지 말고,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마라. 
⑤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남에게 미움을 당한다. 

                                          정답 ③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가?

 땔나무를 고르게 하여 불을 지피면 불이 마른 곳으로 나아가고, 평지에 물을 부
으면 물 이 습한 곳으로 흐르니 (같은 무리가 서로 따르는 것이다.)

① 先公後私(선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
② 類類相從(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③ 有備無患(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④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⑤ 殺身成仁(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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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문풀이

 내가 베풀지 않은 것을 남이 먼저 베풀기를 바라니, 이는 너희들의 오만한 근성
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로는 유념해서 평소 일이 없는 날에 공손하
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여 여러 집안(사람들)의 환심을 얻도록 힘써라. 

20.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諸家(제가): 여러 집안 [수식 관계]
① 柔軟(유연): 부드럽고 연함 [병렬 관계]
② 環境(환경): 두루 미치는 상태 [수식 관계]
③ 裏面(이면): 뒤쪽 면 [수식 관계]
④ 微熱(미열): 그다지 높지 않은 몸의 열 [수식 관계]
⑤ 豫測(예측): 미리 헤아려 짐작함 [수식 관계]

                                               정답 ①

21.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承諾(승낙): 청하는 바를 들어줌.
② 祝賀(축하):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함. 
③ 慰勞(위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줌.
④ 勸勉(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⑤ 稱讚(칭찬):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정답 ④

[22~23] 지문풀이

 제선왕이 맹자를 설궁에서 만났는데, 왕이 말했다. “어진 사람도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해 말했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지 
못하면 그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하여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자도 옳지 않고,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자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백성들 또한 그 (군주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들 또한 그 (군주의) 근심을 근심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온 천하로써 하며, 
근심하기를 온 천하로써 하니, (이렇게 하고도 왕 노릇 하지 못한 자는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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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문을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은 ‘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정답 ③

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4~25] 지문풀이

 무릇 천지는 만물의 나그네를 ㉠맞이하는 곳(여관)이고, 세월은 백대의 지나가는 
나그네다. 부질없는 인생이 꿈과 ㉡같으니 기쁠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옛 
사람들이 촛불을 잡고 밤에 논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구나. 하물며 화창한 봄이 
나를 좋은 경치로 ㉣초대하고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을 ㉤빌려 주었네!

24. 한문을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6~27] 지문풀이

 옛날의 도에 말은 간략함을 귀하게 여긴다. 말은 뜻을 펼치는 것인데 어째서 간
략함을 취하는가? 그 말할 만한 것을 말하고 그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
을 뿐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말해서는 안 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말해서는 
안 되며, 사실이 아닌 말은 말해서는 안 되고, 법에 맞지 않는 말은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할 때 능히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은 간략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간략해진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군자의 말은 부득이한 후에야 말한다.”라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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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②

[28~30] 한시풀이

(가) 그대 그리워하는데 (때는) 마침 가을 밤 / 산보하며 서늘한 날씨를 읊조리네. 
    빈산에 솔방울 떨어지니 / 그대는 응당 잠을 못 이루겠지. 
(나) 붉은 잎들 어지러이 이미 뜰에 가득한데, 
    뜰 앞의 시든 국화 아직 향기 머금었네. 
    산속의 모든 것들 시들어 떨어져도, 
    찬 솔(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만은 세모에도 푸른 것을 사랑하네. 

28. 시어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9. 한시의 형식과 대우, 운자, 띄어 읽기, 대우, 심상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나)시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를 이루지 않는다.            

정답 ④

30.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와 (나)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