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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에는 화 중 ‘더욱’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
ⓛ 淨(정): 깨끗하다   ② 快(쾌): 쾌하다   ③ 益(익): 더하다, 더욱
④ 散(산): 흩다       ⑤ 飛(비): 날다                                       

정답 ③

2.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墓(묘): 무덤, 輩(배): 무리                               

정답 ②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表(표): 겉, 裏(리): 속             ㄴ. 慶(경): 경사, 賀(하): 경사
            ㄷ. 崩(붕): 무너지다, 壞(괴): 무너지다 ㄹ. 昇(승): 오르다, 降(강): 내리다  

정답 ③

4. 한자의 변천과정, 음, 총획, 단어의 의미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迷의 음은 ‘미’, 革은 총 9획,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은 ‘白眉’이다.
① 尾(미), 총 7획  ② 首(수), 총 9획  ③ 面(면), 총 9획  ④ 美(미), 총 9획 

정답 ⑤

5. 원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寸刻(촌각): 매우 짧은 동안의 시간.
② 明暗(명암): 밝음과 어두움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③ 晝夜(주야): 밤낮. 쉬지 아니하고 계속함.
④ 歲時(세시): 설. 한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                     

정답 ④

6.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는 ‘束手無策(속수무책)’이고, 세로 열쇠는 ‘手不釋卷(수불석권)’

이다. 따라서 ㉠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手’가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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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本(본): 지사.   ③ 休(휴): 회의.   ④ 忠(충): 형성.   ⑤ 林(림): 회의.            
정답 ①

7. 광고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發憤忘食(발분망식):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
함.
② 隱忍自重(은인자중):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함.
③ 捨生取義(사생취의): 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는다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

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⑤ 有備無患(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정답 ⑤

8.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
① 試驗(시험):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② 初步(초보):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힐 때의 그 처음 단계나 수준.
③ 徐行(서행): 사람이나 차가 천천히 감.
④ 安全(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⑤ 模範(모범):  본받아 배울 만한 상.              

정답 ②

9.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성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滅私奉公(멸사봉공):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
②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③ 不問曲直(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④ 立身揚名(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⑤ 東問西答(동문서답):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답.

정답 ①

10. 그림과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성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沙上樓閣(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
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②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
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百年河淸(백년하청): 중국의 황허 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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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
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⑤ 錦上添花(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②
11. 대화의 내용에 맞는 단문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② 나무가 오르기 어려우면 우러러 보아서는 안 된다.
③ 하나의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④ 백리를 가는 자는 구십을 반으로 여긴다.
⑤ 일반 사람들은 이익을 중하게 여기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히 여긴다.

                          정답 ③

12.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苦(고): 쓰다, 慮(려): 생각하다, 一(일): 하나, 金(금): 황금
           篇(편): 시문을 세는 단위, 千(천): 일천, 載(재): 해, 律(률): 법
① 一字千金(일자천금): 글자 하나의 값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글씨나 문장
이 아주 훌륭함을 이르는 말.
② 千篇一律(천편일률): 여러 시문의 격조가 모두 비슷하여 개별적 특성이 없음.
③ 千載一遇(천재일우):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④ 千辛萬苦(천신만고):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⑤ 千慮一失(천려일실):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말로써 가르치는 자는 다툼이 생기고, 몸으로써(몸소) 가르치는 자는 따른다.

① 包容(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② 協同(협동):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③ 公正(공정): 공평하고 올바름.
④ 率先(솔선):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함.
⑤ 盲從(맹종):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로 덮어놓고 따름.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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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국은 아시아의 동쪽에 있어 북쪽은 륙에 잇닿고, 동서남쪽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고로 반도국이라 이른다.

정답해설 : ① 淺(천): 얕다   ② 換(환): 바꾸다   ③ 産(산): 낳다 
                 ④ 壤(양): 땅     ⑤ 環(환): 두르다
                                                                      정답 ⑤ 

15. 시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흰 구름이 날아 내려오는 곳에 저문 산이 푸르네.
② 가을 그늘은 아득하고 사방 산은 비었네.
③ 별천지가 있어 인간세상이 아니라네.
④ 꽃 지는 시절에 또 그 를 만났구나.
⑤ 긴 여름 이 강촌이 일마다 한가롭네.

정답 ③

16. 그림과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세시 명절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그림 속의 글은 ‘몇 번이나 직녀교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뜻이다. 따라
서 견우, 직녀와 관계된 ‘七夕(칠석)’이 정답이다.
② 元旦(원단)   ③ 仲秋(중추)   ④ 冬至(동지)   ⑤ 端午(단오)

정답 ①

1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몇 가지 나무는 뼈 가 되고, 한 조각 종이는 깃털이 되었네. 배가 불러 곧 (날
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끌려 구름 속 하늘로 오르는 것이네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18~19] 지문풀이

 공주가 답하여 말했다. “ 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온달의 아내
가 될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보
통 사람도 오히려 식언을 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임금으로서 식언할 수 있습니
까? 그러므로 ‘왕에게는 희언이 없다.’고 하니 지금 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
다. 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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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前言(전언): 수식
① 上陸(상륙): 술빈    ② 生辰(생신): 수식    ③ 日沒(일몰): 주술 
④ 祭祀(제사): 병렬    ⑤ 榮辱(영욕): 병렬    

정답 ②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① 信義(신의)   ② 禮節(예절)   ③ 友愛(우애)   ④ 忍耐(인내)   ⑤ 儉素(검소)

                                                   정답 ①

[20~21] 지문풀이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만하며, 
아래로는 족히 처자식을 ㉠기를 만하여 풍년에는 일 년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
에는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몰아서 선으로 가게 한
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기가 ㉢쉬운 것이다.

20. 한문에 쓰인 한자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1. 한문의 내용과 한자의 음과 쓰임을 알고 어구 등을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2~23] 지문풀이

 옛날의 학자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는데, 스승이란 도를 전해 주고 학업을 가르
쳐 주고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면 ㉠누가 의혹이 없겠는가? 의혹이 있는데도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의혹이 끝
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이전에 태어나서 그가 도를 들음이 진실로 나보다 
먼저면 나는 그를 따라서 스승으로 섬길 것이다. 나보다 뒤에 태어났더라도 도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먼저라면 내가 따라서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으니, (            ㉡            ) 이런 까닭으로 귀함도 없고, 천함
도 없으며, 나이 많음도 없고, 어린 것도 없으니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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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④

[24~25] 지문풀이

 사람의 병폐는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알고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항상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고, 남보다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
고, ㉡항상 내가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내가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지 않음에 있
으니, 성현을 배웠으나 이르지 못하는 까닭이다.

24. 허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於(어)’는 ‘~보다’의 뜻으로 쓰였다.
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② 서리 맞은 잎이 이월의 꽃보다 붉다.
③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④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 시작한다. 
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정답 ②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사람의 병폐는 남의 스승이 됨을 좋아하는 데 있다.
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배우는 자의 큰 병폐이다.
ㄷ. 옛날의 배우는 자들은 자기(수양)를 위함이고,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남(의 이목)
을 위함이다.
ㄹ. 지금의 중들은 성인보다 못함이 또한 먼데도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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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지문풀이

 옛날 황희 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 길을 가던 중에 길가에서 쉬다가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부려 밭을 가는 것을 보고 [㉠]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라고 물어 말하니, 농부가 답하지 않고 밭 갈기를 멈추고 와서 귀에 붙
이고( 고) 가는 목소리로 “ [㉡] 이 소가 낫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무엇 때문에 귀에 고 말하는가? [㉢] ”라고 말하니, 농부가 
“비록 가축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으면 저것은 못한 것이니, 
[㉣] ”라고 말하였다. 공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
다고 한다. [㉤]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보기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답 ④

27. 한문의 교훈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8~30] 한시풀이

(가) 강이 푸르니 새는 더욱 하얗고, /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네. 
    올 봄도 보건  또 ㉡지나가니, / 어느 날이 (고향에) ㉢돌아갈 해인가?
(나) 눈빛이 종이보다 희어서, / ㉮채찍을 들고 성명을 적어두었네. 
    바람으로 하여금 눈을 쓸게 하지 ㉣말고, /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면 좋으련만.

28. 시어의 쓰임과 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過誤(과오)’의 ‘過(과)’는 ‘허물, 잘못’의 뜻이다. 

정답 ②

29.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정답 ③

30. 한시의 특징과 대우, 띄어 읽기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나)시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우를 이루지 않는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