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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想(상): 생각하다 ② 觀(관): 보다 ③ 寒(한): 차다 ④ 詠(영): 읊다 ⑤ 吟(음): 읊다
                                                                      정답 ②

2.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巖(암): 바위 ㉡ 忽(홀): 갑자기

                                 정답 ④
                
3. 단어의 의미, 한자의 음, 총획,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省(성): 살피다, 班(반): 나누다, 切(절): 총 4획
① 反(반): 되돌리다, 총 4획 ② 半(반): 반, 총 5획      ③ 友(우): 벗, 총 4획 
④ 斤(근): 도끼, 총 4획     ⑤ 內(내): 안, 총 4획 

정답 ①

4.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送(송): 보내다, 迎(영): 맞이하다 ㄴ. 副(부): 버금, 次(차): 버금
               ㄷ. 悲(비): 슬프다, 哀(애): 슬프다   ㄹ. 優(우): 뛰어나다, 劣(렬): 못하다

정답 ③

5.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端午(단오):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 먹고 여자는 창
              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한다.
② 除夜(제야): 섣달 그믐날 밤.
③ 夏至(하지): 이십사절기의 하나.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21일경으로,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④ 穀雨(곡우): 이십사절기의 하나.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들며, 봄비가 내려

서 온갖 곡식이 윤택하여진다고 한다. 양력으로는 4월 20일 경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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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龜鑑(귀감):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② 白眉(백미):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卓越(탁월):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남.
⑤ 出衆(출중):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짐.

                                                    정답 ④

7. 단어의 음,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角逐(각축):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頭角(두각):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 뛰어난 학식이나 재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③

8.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短點(단점): 잘못되고 모자란 점.
① 占(점): 차지하다 ② 點(점): 점 ③ 計(계): 꾀 ④ 慮(려): 생각하다 ⑤ 店(점): 가게

정답 ②

9.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경박함은 마땅히 ㉠중후함으로써 바로잡아야 하고, 조급함은 마땅히 느긋함으로
써 바로잡아야 한다.

정답해설 : ① 快(쾌): 쾌하다 ② 微(미): 작다 ③ 薄(박): 엷다 ④ 重(중): 무겁다 
⑤ 率(솔): 거느리다

정답 ④

10. 성어의 의미와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열쇠] 與世推移(여세추이):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변함.
[세로열쇠]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정답 ①

11.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라가 유지되는 까닭은 인심일 뿐이니 비록 위급하고 어지러운 때라도 인심이 굳
게 단결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인심이 흩어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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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① 對備(대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

② 團結(단결):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
③ 平等(평등):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④ 實踐(실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⑤ 修身(수신):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

정답 ②

12.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근묵자흑: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② 수우적강남: 뚜렷한 소신이 없이 남의 말을 따르거나 행동을 같이 함.
③ 무설기지장: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④ 시은물구보: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라.
⑤ 무우불여기자: 자기만 못한 자를 벗삼지 말라.

정답 ④

13.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先見之明(선견지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정답 ①

14.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上善若水(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사상에서, 물을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던 말.
② 與民同樂(여민동락):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김.
③ 智者一失(지자일실): 슬기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 중에는 간혹 실수가 있음.
④ 知行合一(지행합일):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음.
⑤ 晩時之歎(만시지탄):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정답 ④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정신을 한 곳에 이르게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②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③ 사흘의 일정을 하루에 가고 열흘 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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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내 스승이요, 나의 장점만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만약 밭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다.
정답 ⑤

16.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② 電光石火(전광석화):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行雲流水(행운유수):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일의 처리가 

자연스럽고 거침이 없음.
④ 言飛千里(언비천리): 말이 천리를 날아간다는 뜻으로, 말이 몹시 빠르고도 멀리 전

하여 퍼짐을 이르는 말.
⑤ 歲月如流(세월여류):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세월이 매우 빨리 흘러감

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기와 조각을 갈아 둥글게한 것을 갖고 혹은 5개로, 혹은 3개로 하여 위로 던지고 
아래로 줍는 것인데, 손(놀림)에 오히려 여유가 있으며, 종일토록 던져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은 ‘공기’와 관련이 있다.
정답 ②

[18~19] 지문 풀이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것을 도모하였다. 왕자가 말했다.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에 있으니 마땅히 충성스런 신하, 의로운 선비와 더불어 인심을 거두어 모아 
죽음으로써 스스로 ㉠지키다 힘이 다한 뒤에 그칠 것이니 어찌 마땅히 일천 년의 
사직을 가벼이 남에게 ㉡준단 말입니까?” 왕이 듣지 않자, 왕자가 곡하고 울며 왕
과 작별하고 곧 개골산으로 들어갔다.

1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慢(만): 게으르다 ② 淨(정): 깨끗하다 ③ 給(급): 주다 ④ 負(부): 지다
⑤ 守(수): 지키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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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자의 여러 가지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寄與(기여):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② 參與(참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③ 贈與(증여):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
④ 授與(수여):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
⑤ 賦與(부여): 나누어 줌.               

                                           정답 ②

[20~21] 지문 풀이

 염구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
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는 중도에 그만두나니, 지금 
너는 (스스로 한도를) 긋는 것이다.”

20. 한자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說(설) 말씀, (열) 기쁘하다, 즐거워하다
             畫(화) 그림, (획) 긋다

                                    정답 ④

21.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④

[22~23] 지문풀이

 김 선생은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니 주인이 술자리를 
마련하되 단지 채소 안주여서 먼저 사과하며 말했다.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전혀 맛있는 것이 없고 오직 담박한 것뿐이니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마침 한 
무리의 닭이 있어 어지럽게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말했다.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으니 마땅히 내 말을 베어 술안주로 하리라.” 주인이 
말했다. “한 마리인 말을 베면 어떤 것 타고 돌아갈 것인가?” 김 선생이 말했다.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리라.”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

22.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의 ‘謝(사)’는 ‘사과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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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4~25] 지문풀이

 손숙오가 어린 아이였을 때 놀러 나갔다가 돌아와 근심하며 먹지 않았다. 그 어
머니가 그 까닭을 물으니, 울면서 대답해 말했다. “오늘 제가 머리 두 개인 뱀을 
보았으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금 
뱀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였다. “제가 머리 둘인 뱀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들
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까 염려되어 이미 그것을 묻었습니다.” 어
머니가 말씀하셨다. “근심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숨은 
덕행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써 보답한다고 하였다.”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 ㉡, ㉢은 손숙오를 가리키고 ㉣은 어머니를 가리킨다.

                        정답 ③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6~27] 지문풀이

 추구하는 것이 스스로 바른 사람은 재능과 기예가 비록 적더라도 때에 따라 쓸 
수 있으나 추구하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재능과 기예가 비록 많더라도 난리를 일
으키는 것을 돕는데 알맞을 뿐이다. 무릇 선거가 재능과 기예를 요구하는 것은 그
것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주와 기예가 비록 많지 않더라도 정직을 
근본으로 삼는 자는 그 재목으로 때에 따라 다스릴 수 있으나, 재예가 비록 남음
이 있더라도 그 지향하는 것이 사악함과 거짓됨을 면치 못하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제쳐두고 도리어 문란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선발하는 데에는 
먼저 추구하는 것의 어긋나고 바름을 볼 것이요, 단지 그 재예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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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②

[28~30] 한시풀이

(가) 그윽한 대숲 속에 홀로 앉아서 / 거문고 타다가 다시 길게 읊조리네. 
    깊은 숲이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 밝은 달만 와서 서로 비추어주네.
(나) 시내 임한 초가집에 홀로 한가로이 살아도
    달 밝고 바람 맑아 흥취 남음이 있네
    속세 사람 오지 않고 산새만 울어대니
    대숲으로 평상 옮겨 누워서 책을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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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29. 한시의 대우, 띄어 읽기, 배경, 표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지 않다.
(나)의 둘째 구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정답 ③

3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는 고요한 대나무 숲속 달빛 아래서 거문고를 타며 길게 휘파람 부는, 
속세에서 벗어난 시인의 모습을 묘사한 시이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