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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①  09. ③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③  15. ⑤  16. ④  17. ④  18. ②  19. ②  20. ④
21. ① 22. ⑤  23. ③  24. ③  25. ②  26. ②  27. ⑤  28. ③  29. ①  30. ⑤

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根(근): 뿌리 ② 枝(지): 가지 ③ 葉(엽): 잎 ④ 節(절): 마디 ⑤ 果(과): 과실, 열매
                                                                      정답 ⑤

2. 뜻에 맞는 한자성어와 한자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淸風明月(청풍명월), [세로 열쇠] 日就月將(일취월장)
㉠에는 ‘月’이 들어가야 하고, ‘月’은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임.
ⓛ 下(하): 지사 ② 山(산): 상형 ③ 江(강): 형성 ④ 村(촌): 형성 ⑤ 鳴(명): 회의

                                 정답 ②
                
3.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賀(하): 하례하다 ㉡ 暮(모): 저물다

정답 ③

4. 한자의 음, 총획, 짜임, 단어의 의미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神(신): 귀신, 赤(적): 총 7획, 終身(종신): 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평생
① 吏(리): 벼슬아치, 총 6획 ② 身(신): 몸, 총 7획      ③ 辛(신): 맵다, 총 7획 
④ 長(장): 길다, 총 8획     ⑤ 臣(신): 신하, 총 6획

정답 ②

5.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存(존): 있다, 在(재): 있다        ㄴ. 休(휴): 쉬다, 息(식): 쉬다
          ㄷ. 進(진): 나아가다, 退(퇴): 물러나다 ㄹ. 往(왕): 가다, 來(래): 오다

정답 ①

6. 본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竝行(병행):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 
② 對立(대립):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
③ 類似(유사): 서로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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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比肩(비견):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낫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함을 이르는 말. 

⑤ 同伴(동반):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함. 또는 그 
짝.                                                      정답 ④

7.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大同小異(대동소이):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② 千載一遇(천재일우):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③ 樂山樂水(요산요수): 산수(山水)의 자연을 즐기고 좋아함.
④ 大器晩成(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⑤ 孤立無援(고립무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정답 ④

8. 의미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志向(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止揚(지양):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傾向(경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高揚(고양): 높이 쳐들어 올림.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
意向(의향):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

정답 ①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燈下不明(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에 있는 물건

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②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

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④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⑤ 切齒腐心(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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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구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好雨知時節(호우지시절): 좋은 비는 시절을 아네.
② 春雨細不滴(춘우세부적):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네.
③ 錯認爲疏雨(착인위소우): 성근 비라고 착각했네.
④ 往來風雨中(왕래풍우중): 비바람 속에 지나가는구나.
⑤ 昨夜松堂雨(작야송당우): 어젯밤 송당에 비가 내렸네.

정답 ①

11.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錦衣夜行(금의야행) ② 畫蛇添足(화사첨족) ③ 錦上添花(금상첨화)
④ 晝耕夜讀(주경야독) ⑤ 錦衣還鄕(금의환향)

정답 ③

12.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離(리): 떠나다, 離陸(이륙): 비행기 따위가 날기 위하여 땅에서 떠오름. 
② 連(련): 잇닿다, 連陸(연륙): 강이나 바다, 호수, 섬 따위가 육지와 잇닿음. 
③ 空(공): 비다, 하늘, 空陸(공륙):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④ 領(령): 거느리다, 領陸(영륙):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
⑤ 着(착): 붙다, 着陸(착륙): 비행기 따위가 공중에서 활주로나 판판한 곳에 내림.

정답 ⑤

13. 전통문화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玉流(옥류): 구슬이 흐르다. 즉 맑은 물의 흐름.
② 魚水(어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
③ 誠正(성정): 진실로 올바르다.
④ 宣政(선정): 베풀어야 하는 정치, 정치는 베풀어야 한다.
⑤ 敦化(돈화): 백성을 두텁게 교화함.

정답 ②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자성어와 연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 그 벗을 보라.

정답해설 : ① 不恥下問(불치하문): 손아랫사람이나 지위,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
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② 始終如一(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음.



 

4

③ 類類相從(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④ 莫上莫下(막상막하):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⑤ 異口同聲(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음을 이르는 말.
정답 ③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먼저 하면 남을 제압할 것이요, 뒤에 하면 남에게 제압을 당할 것이다.
② 사랑하더라도 그 나쁜 점을 알며, 미워하더라도 그 선한 점을 알라.
③ 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니 생각하면 대비함이 있고, 대비하고 있

으면 근심이 없다.
④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순응하는 데서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역하는 

데서 실패한다.
⑤ 좋은 말 한 구절에 겨울에도 따뜻해지고, 나쁜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유월에도 

춥게 한다.
정답 ⑤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노(론)소(론) 두 자를 먼저 마음속에 두지 않고
① 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를 이겨야 한다.
②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③ 스스로 그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남들이 감히 가벼이 여기지 못한다.
④ 오직 그 사람됨을 보아 어진 이는 쓸 것이요, 불초한 이는 버릴 것이다.
⑤ 남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나, 자기에 있어서는(자기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④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긴 다리를 덜덜 떨고, 실을 토해 그물을 만들며, 그물을 더듬어 먹이를 찾으나, 
저물고 어두워야 이득이 있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은 ‘거미’와 관련이 있다.
정답 ④

18. 한문의 내용을 단문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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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알려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내가 
나의 잘못이 있음을 알아 마땅히 고치게 되는 것이 하나요, 남이 나의 잘못을 속
이지 (모른 척 하지) 않았다는 것이 둘이고, 남이 나를 알려줄 수 있다고 여겨 알
러준 것이 셋이다.

정답해설 : ① 훌륭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듣기를 좋아한다.  
② 나의 잘못을 말해주는 자, 이는 나의 스승이다.
③ 오늘 하는 것을 내일 고치기 어렵다.
④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⑤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정답 ②

19~20 지문 풀이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을 마음에 
두고, 예를 마음에 둔다.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사람은 남을 공경
하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敬人者, 人恒敬之.  ㄹ: 愛人者, 人恒愛之

                                           정답 ②

20. 허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於’는 ‘于’, ‘乎’와 의미가 통한다.

                                    정답 ④

21~22 지문풀이

 남지가 (중략) 관청으로부터 퇴근하면 할아버지는 그가 일한 바를 물었다. 하루는 
돌아와 아뢰어 이르기를, “어떤 구실아치가 창고에 들어가더니 몰래 비단을 품고 
나오기에 그로 하여금 창고에 다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기를 세 번 하였
더니, 구실아치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비단을 두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할
아버지가“네가 어린 나이에 벼슬살이하여 이 때문에 매번 일한 것을 물어 그 잘잘
못을 알려고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21.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는가? 
정답해설 : ㉠의 ‘自’는 ‘~로부터’로 풀이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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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戀慕(연모):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
② 憎惡(증오):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
③ 疑心(의심):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④ 失望(실망): 희망이나 명망을 잃음. 또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

이 몹시 상함.
⑤ 信賴(신뢰): 굳게 믿고 의지함.

                                              정답 ⑤

23~25 지문풀이

 인군의 지위는 높기로는 높고 귀하기로는 귀하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
민은 지극히 많다.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마 크게 근심할 일이 생기
게 될 것이다. 하민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써 그들을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써 그들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얻으면 그들
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을 떠나게 한다. 떠나고 나아가
는 간격은 털끝만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 구차스럽게 얻는 것이 아니요, 도를 어기어 명예를 구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역시 말한다면 인(仁)일 뿐이다.

23.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包容(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② 許容(허용):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③ 美容(미용): 얼굴이나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짐.
④ 受容(수용):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⑤ 寬容(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정답 ③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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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지문풀이

 조고가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려
워하여, ㉡이에 먼저 시험을 하여 사슴을 가져다가 2세 황제에게 바치고는 말했
다. “말이옵니다.” ㉠2세 황제가 웃으면서 말했다. “승상은 잘못 알고 있는가? 사
슴을 일러 말이라고 하다니!” ㉣좌우(의 신하)에게 물어보니 좌우의 신하들이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말이라고 말하여 조고에게 아부하여 따랐고, 어떤 이는 
사슴이라고 말하였다. ㉢조고가 (이 일로) 인하여 몰래 사슴이라고 말한 여러 사람
을 법으로 해치니(중상 모략하니) 이 뒤로는 여러 신하들이 모두 조고를 두려워하
였다.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問(문): 묻다 ② 從(종): 따르다 ③ 定(정): 정하다 
          ④ 斷(단): 끊다 ⑤ 待(대): 기다리다

                                    정답 ②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8~30 한시풀이

(가) 약초 캐다 문득 길을 잃었는데 / 온 산봉우리 단풍잎 속이라.
    산승이 물을 길어 돌아가더니 / 숲 끝에서 차 달이는 연기 오르네.
(나) 낙양성 안에서 가을바람 맞으니 / 집에 편지를 쓰고자 하나 생각은 만 겹이

라. / 다시 바쁘게 쓰다가 말을 다하지 못했을까 근심스러워 / 행인이 길을 
떠나려 할 때 또 뜯어보네.

28.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정답 ③

29. 한시의 운자와 형식, 배경, 대우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 오언시는 짝수 구의 끝에 운자가 위치, (나)의 형식은 칠언 절구이다.

                                                             정답 ①
3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