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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飢(기): 굶주리다 ② 飮(음): 마시다 ③ 飽(포): 배부르다 ④ 飯(반): 밥 
⑤ 飾(식): 꾸미다
                                                                      정답 ②

2. 한자의 음, 짜임, 총획,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廣(광): 넓다, 全(전): 온전하다, 총 6획
① 充(충): 차다, 총 6획     ② 尖(첨): 뾰족하다, 총 6획  ③ 共(공): 한가지, 총 6획 
④ 光(광): 빛, 총 6획       ⑤ 示(시): 보이다, 총 5획

정답 ④

3.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況(황): 하물며 ㉡ 損(손): 덜다

                                 정답 ②
    
            
4.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屈(굴): 굽히다, 伸(신): 펴다     ㄴ. 增(증): 더하다, 加(가): 더하다
               ㄷ. 補(보): 돕다, 助(조): 돕다       ㄹ. 緩(완): 느리다, 急(급): 빠르다

정답 ③

5. 단어의 음과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着手(착수):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
禽獸(금수):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
終結(종결): 일을 끝냄.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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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豫想(예상):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둠. 또는 그런 내용.
② 騷動(소동):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 대는 일.
③ 疏通(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④ 傾聽(경청): 귀를 기울여 들음.
⑤ 靜肅(정숙): 조용하고 엄숙함.   

                                                   정답 ⑤

7. 성어의 의미와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열쇠] 孤掌難鳴(고장난명), [세로열쇠] 鷄鳴狗盜(계명구도)
① 鳴(명): 울다 ② 成(성): 이루다 ③ 獨(독) 홀로 ④ 達(달): 통달하다 
⑤ 才(재): 재주

정답 ①

8. 본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指定(지정):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
③ 基礎(기초):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
④ 溫床(온상): 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 따위가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根幹(근간):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정답 ②

9.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庫(고): 창고 ② 稿(고): 볏짚, 원고 ③ 顧(고): 돌아보다 
④ 鼓(고): 북, 두드리다 ⑤ 枯(고): 마르다

정답 ①

10.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割當(할당): 몫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몫. 
② 削減(삭감): 깎아서 줄임.
③ 割賦(할부):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냄.
④ 削除(삭제): 깎아 없애거나 지워 버림.
⑤ 割引(할인):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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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隔世之感(격세지감):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② 看雲步月(간운보월): 구름을 바라보거나 달빛 아래 거닌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집

을 생각함을 이르는 말.
③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

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④ 日暮途遠(일모도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늙고 쇠약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음을 이르는 말. 
⑤ 風樹之歎(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2.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有口無言(유구무언):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

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② 群鷄一鶴(군계일학):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③ 鷄卵有骨(계란유골):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

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됨을 이르는 말.
④ 見卵求鷄(견란구계): 달걀을 보고 닭이 되어 울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성

급한 것을 이르는 말.
⑤ 言中有骨(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

이 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
정답 ④

13.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落花流水(낙화유수):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봄

의 경치를 이르는 말.
② 水魚之交(수어지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

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覆水難收(복수난수):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로, 한 번 저지른 일은 

어찌할 수 없음
④ 上善若水(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사상에서, 물을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던 말.
⑤ 流水不腐(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늘 움직이는 것은 썩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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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창랑의 물이 ( ㉠ ) 내 갓끈을 씻을 것이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

정답해설 : ① 淸(청): 맑다 ② 波(파): 물결 ③ 浸(침): 잠기다 ④ 涉(섭): 건너다 
⑤ 決(결): 결정하다

정답 ①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다.
② 내가 미워하는 아이를 먼저 품에 품어라.
③ 근심은 소홀함에서 생기고, 재앙은 미세함에서 비롯한다.
④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면 둘 다 이룰 수 없다.
⑤ 비록 위급하고 어지러운 때라도 인심이 굳게 단결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인심이 

흩어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정답 ③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사람은 벗을 가리지(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답해설 : ① 의로움이 없는 벗은 사귀지 말라.
②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벗을 보라.
③ 군자는 반드시 그 더불어 처할 사람을 신중히 한다.
④ 벗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사람으로 하고, 벗을 택할 때에는 반드시 나보다 

나은 이로 한다.
⑤ 옥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캐야 하고, 거울은 저절

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것에 비춰야 한다.
정답 ⑤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임금이 백성이 아니라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러므로 ‘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고 말한다.

정답해설 : ① 宗廟(종묘):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② 官吏(관리): 관직에 있는 사람.
③ 先祖(선조): 먼 윗대의 조상.
⑤ 諸侯(제후):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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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앞일을 잊지 않음은, 뒷일의 스승이다.

정답해설 : ① 앞에 가던 수레가 뒤집히면, 뒤에 가는 수레의 경계가 된다.
② 도둑질한 이후에 잡아야지, 이전에 잡아서는 안 된다.
③ 정밀히 생각하고 힘써 행하면 어찌 이르지 못함을 걱정하리오?
④ 앞서면 남을 제압하고 뒤지면 남에게 제압을 당한다.
⑤ 병은 일어나지(생기지) 않기 전에 치료해야지, 이미 이루어진(생긴) 후에 치료하지 

않는다. 
정답 ①

[19~20] 지문 풀이

 그 후에 다시 ㉠아름다운 용모의 남자를 뽑아 그들을 단장하고 ㉡화랑이라 이름
하여서 그들을 받드니,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였다. 때로는 도덕과 의리로써 서로 
연마하고, 때로는 노래와 음악으로써 서로 기뻐하며 산과 물에서 노닐며 즐겨 (아
무리) 먼 곳이라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그릇됨과 올
바름을 알아서, 그 선한 사람을 골라 조정에 그를 천거하였다.

19.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登山(등산): 산에 오르다[술보] ② 夕陽(석양): 저녁 나절의 해[수식] 
③ 浮沈(부침): 떠오름과 잠김[병렬] ④ 背反(배반): 신의를 등지고 저버림[병렬] 
⑤ 日出(일출): 해가 뜨다[주술]

                                                      정답 ②

20. 한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1~22] 지문 풀이

 삶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삶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원
하는 것에는 삶보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삶을)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심한 것
이 있다. 그러므로 환란을 피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삶보다 심한 것이 없다면 무릇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어찌 쓰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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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惡(오) 싫어하다, 惡漢(악한):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

                             정답 ②

[23~24] 지문 풀이

 방촌은 나이 90에 이르렀어도 ㉠총명함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아, 조정의 전장(典
章)과 경전과 역사서, 자서를 촛불에 비추어 본 것처럼 (틀림없이) 헤아렸다. 항상 
한방에 편안히 앉아 종일토록 말없이 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책을 볼 뿐이었
으니 비록 한창 때의 잘 기억하는 자도 또한 감히 바랄 수(따라갈 수) 없었다.

23. 한자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望(망): 바라다 ② 用(용): 쓰다 ③ 錯(착): 어긋나다 ④ 信(신): 믿다
⑤ 援(원): 돕다

                                              정답 ①

[25~27] 지문풀이

 천하가 지극히 넓어서 생산되는 재화가 각각 다르므로 그 형세가 이동하고 유통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돈이 만들어진 이유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쓸모없
는 물건이나 다만 ㉠저울질하여 그것을 ㉡알맞게 조절해서 재물이 쓰임에 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로 그대로 쓰기도 하고 ㉢바꾸어 없애기도 했는데, 변
론이 각각 분명하니 그것을 폐지하면 곡식에 물기가 있게 하고 비단을 ㉣얇게 하
는 근심이 있고, 그것을 시행하면 이익을 중하게 여겨서 말업(상업)만을 ㉤따르는 
허물이 있다. 두 가지가 모두 나쁘다고 할 만하나, 나쁘다고 해서 둘을 폐지할 수 
없으니, <마> (폐단이) 심한 것을 제거하고, 가벼운 것을 남겨둘 만하다. 진실로 
남겨둘 만하다면 폐단 또한 족히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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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문에 쓰인 한자를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돈의 유래: 天下至廣, 而産財各異, 其勢, 不能不轉移流通, 此錢所以作.
ㄴ. 돈의 기능: 錢, 無用之器, 特權而宜之, 欲財之盡乎用也.
ㄹ. 돈의 폐해: 行之則有重利逐末之尤.

정답 ④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답 ⑤

[28~30] 한시 풀이

(가) 절이 흰 구름 속에 있는데도 /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 않네.
    손님이 오자 문이 비로소 ㉡열리니 / 온 골짜기에 송화가 지네.
(나) 봄바람 어느덧 청명절이 ㉢다가오니 / 가랑비 부슬부슬 늦도록 ㉣개질 않네.
    집 모퉁이 살구꽃 두루 활짝 피려느냐? / 이슬 ㉤머금은 두어 가지 내게로 

기울이네.

28. 한시에 쓰인 시어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⑤

29. 한시의 형식, 배경, 대우, 띄어 읽기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나)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지 않다.

                                                             정답 ③

3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