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학년도 예비수능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Ⅰ

정답 및 해설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② ⑤ ③ ⑤ ③ ④ ③ ⑤ ③ ②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③ ① ④ ② ⑤ ⑤ ② ③ ④ ①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② ① ① ④ ④ ⑤ ① ② ② ④

[해설]

1. [정 답] ②

[출제의도] 뜻에 맞는 어휘 이해하기

[해 설] 형빈의 대화 중 ‘시냇가의 도산 서당에서 고요히 생활하던’이란 말이 나오

는데, ‘溪上(계상)’은 ‘시냇가’에 해당하고 ㉠에는 ‘고요히 생활하던’의 뜻을 가진 단

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② 靜居(정거)가 정답

ⓛ 草家(초가) ③ 風景(풍경) ④ 遊覽(유람) ⑤ 閑暇(한가)

2. [정 답] ⑤

[출제의도] 같은 음의 한자 이해하기

[해 설] ㄱ. 侍(시)-待(대) ㄴ. 埋(매)-理(리) ㄷ. 給(급)-級(급) ㄹ. 浦(포)-捕

(포)

3. [정 답] ③

[출제의도]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 이해하기

[해 설] ㉠에는 ‘拘(구)’의 부수가 들어가야 하므로 ‘手(수)’, ㉡에는 ‘留(류)’에서 

부수 ‘田(전)’의 획수를 제외한 획수가 들어가야 하므로 ‘5’가 됨.

4. [정 답] ⑤

[출제의도] 한자의 형, 음, 의 이해하기

[해 설] 음이 化(화)이며, 총획이 正(정)과 같은 5획인 한자는 ⑤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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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답] ③

[출제의도] 두 자를 합하여 만들어진 한자의 음 이해하기

[해 설] ㉠에는 習(습), ㉡에는 忠(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③이 정답

6. [정 답] ④

[출제의도] 유의어 이해하기

[해 설] 歲月(세월)과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는 光陰(광음)이므로 ④가 정답

① 天下(천하) : 하늘 아래 온 세상  ② 歲暮(세모) : 한 해가 끝날 무렵

③ 綠陰(녹음) :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또는 그 나무의 그늘

⑤ 月光(월광) : 달빛

7. [정 답] ③

[출제의도] 사자성어 이해하기

[해 설] 가로 열쇠는  ‘與民同樂(여민동락)’, 세로 열쇠는 ‘同床異夢(동상이몽)’이므

로 ㉠에는 ‘同(동)’이 들어가야 함

8. [정 답] ⑤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어휘 이해하기

[해 설] 그림에서 남자의 모습과 ‘고개를 끄덕이고 끝까지 들어 주세요’라는 설명으

로 보아 ⑤의 ‘傾聽(경청)’이 정답.

① 公平(공평) :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② 所信(소신) :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

③ 秩序(질서) :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④ 寄附(기부) :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9. [정 답] ③

[출제의도] 한자를 조합하여 성어를 만들고 그 뜻 이해하기

[해 설] 8개의 한자 중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金科玉條(금과옥조)’이

므로 ③이 정답.

① 隔世之感(격세지감)   ② 斷金之交(단금지교)   ④ 金枝玉葉(금지옥엽)

⑤ 玉石混淆(옥석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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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 답] ②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맞는 사자성어 이해하기

[해 설] 

 편안해도 위험을 잊지 않으며, 보존되어도 망함을 잊지 않으며, 잘 다스려져도 

환란을 잊지 않는다.

① 安貧樂道(안빈낙도) :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② 有備無患(유비무환) :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③ 刻骨難忘(각골난망) :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④ 進退兩難(진퇴양난)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⑤ 雪上加霜(설상가상)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11. [정 답] ③

[출제의도] 한자의 여러 가지 뜻 이해하기

[해 설] 

 큰 명성에는 반드시 중대한 책임이 있고, 아주 교묘한 재주에는 반드시 심한 

곤궁함이 있다.

① 重修(중수) :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② 重複(중복) : 거듭하거나 겹침         ③ 重職(중직) : 중요한 직위나 직책

④ 重層(중층) : 여러 층                 ⑤ 重刊(중간) : 이미 펴낸 책을 거듭 간행함.

12. [정 답] ②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맞는 사자성어 이해하기

[해 설] ① 角者無齒(각자무치) :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

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② 名實相符(명실상부) :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③ 望雲之情(망운지정) :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④ 事必歸正(사필귀정)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⑤ 錦上添花(금상첨화) :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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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 답] ④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

14. [정 답] ②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에 맞는 사자성어 이해하기

[해 설] 

 진실로 그 의리가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① 他山之石(타산지석) :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② 見利思義(견리사의) :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

③ 利用厚生(이용후생) :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

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④ 漁父之利(어부지리) :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

⑤ 昏定晨省(혼정신성)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

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15~16]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의관을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옛날로 거울을 삼으면 

흥함과 쇠퇴함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득실을 밝힐 수 있다.

15. [정 답] ⑤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②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③ 들으면 병이요, 듣지 않으면 약이다. ④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

은 알기 어렵다. ⑤ 앞일을 잊지 않음은, 뒷일의 스승이다.

16. [정 답] ⑤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① 시작 ② 세상 ③ 근본 ④ 양보 ⑤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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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지켜서 도를 실천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

지 아니하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도가 없으면 (자신을) 

숨긴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17. [정 답] ②

[출제의도] 한자의 쓰임 이해하기

[해 설] ① 회견 ② 알현 ③ 편견 ④ 식견 ⑤ 의견

18. [정 답] ③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풀이 참고

[19~20]

 매년 8월 15일에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좌우로 편을 갈라서, 큰 

줄의 양쪽 끝을 당겨 승부를 겨룬다. 줄이 만약 중간에 끊어져서 양편이 땅에 

넘어지게 되면 구경꾼이 크게 웃으니 이것을 ‘조리지희’라 한다.

19. [정 답] ④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

[해 설] ① 병렬관계 ② 병렬관계 ③ 병렬관계 ④ 수식관계 ⑤ 병렬관계

20. [정 답] ⓛ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풀이 참고

[21~22]

 사람 중에 야생 거위를 기르는 이가 있어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거위가 곧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가 없었다. 뒤에 갑자기 먹지 않으니 사람들은 

병이 난 것으로 생각하여 (거위에게) 먹을 것을 더욱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열흘쯤 지나 몸이 가벼워지니 허공으로 올라가 버렸다. 옹이 그것을 듣고 말

했다. “(㉠)롭구나. 스스로를 잘 지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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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 답] ②

[출제의도] 한자의 쓰임 이해하기

[해 설] 便(편)은 ‘곧’의 뜻으로 쓰였다.

22. [정 답] ⓛ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풀이 참고

[23~24]

 방총이 태자와 함께 한단에 볼모로 잡혀가면서 위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하길, “믿지 않겠네.”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하길, “과인은 그것을 의심할 것이네.”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하길, “과인은 그 말을 믿을 것이다.” 방총이 말하길,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23. [정 답] ①

[출제의도] 한자의 쓰임 이해하기

[해 설] ㉠은 ‘~와 더불어’의 뜻인데 ‘授與(수여)’의 與(여)는 ‘주다’의 뜻이다.

24. [정 답] ④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三人成虎(삼인성호)의 의미는 ④번이다.

① 矯角殺牛(교각살우) ② 狐假虎威(호가호위) ③ 頂門一鍼(정문일침) ⑤ 塞翁之馬

(새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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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태사공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써 만난 사람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귐

이 멀어진다.”라고 하였으니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에 있는 한 사

람인데 어찌 도도한 권세와 이익 밖으로 초연히 자신을 빼내어 권세와 이익으로써 

나를 보지 않는가? 태사공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해가 추

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소나무·잣

나무는 사철을 일관하여 시들지 않는 것이니 해가 추워지기 이전에도 한결같이 소

나무·잣나무이고 해가 추워진 이후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잣나무이다. 성인께서 특

별히 해가 추워진 뒤에 그것을 이른 것이다. 

25. [정 답] ④

[출제의도] 한자의 쓰임 이해하기

[해 설] 풀이 참고

26. [정 답] ⑤

[출제의도] 한자의 쓰임 이해하기

[해 설] 君은 ‘그대’라는 이인칭으로 쓰였으므로 汝(여)가 정답

27. [정 답] ⓛ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② 노력 ③ 용기 ④ 포용 ⑤ 인내

[28~30]

(가) 가을 풀 시든 전조의 절 / 부서진 비석에는 학사의 글 / 천 년 세월 물은 

흐르는데 / 지는 해 아래서 돌아가는 구름 보네.

(나) 온다 약속하더니 님이여 어찌하여 늦으시나요. 뜰의 매화는 이미 다 져 가

는데, 홀연히 가지 위에 까치 소리 들리니, 부질없이 거울 보며 눈썹만 그리네.

28. [정 답] ②

[출제의도] 시어의 쓰임 이해하기

[해 설] 殘(잔)은 ‘무너지다’, ‘부서지다’의 의미이다.

29. [정 답] ②

[출제의도] 한시의 대우, 심상, 운자, 배경 등 이해하기

[해 설] (가)의 제4구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며, (나)의 운자는 時, 眉이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Ⅰ

정답 및 해설 

 

30. [정 답] ④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이해하기

[해 설] 풀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