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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에는 대화 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한
다.
ⓛ 居(거): 살다 ② 寂(적): 고요하다 ③ 散(산): 흩다 ④ 暇(가): 겨를 ⑤ 談(담): 말씀
                                                                      정답 ⑤

2.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和(화): 화하다, 塊(괴): 덩어리                                 정답 ①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寒(한): 차다, 暑(서): 덥다  ㄴ. 約(약): 묶다, 束(속): 묶다
          ㄷ. 損(손): 덜다, 益(익): 더하다 ㄹ. 解(해): 풀다, 釋(석): 풀다    정답 ④

4. 한자의 음, 짜임, 단어의 의미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各의 음은 ‘각’, 視(시)와 결합하면 ‘학문, 기술 등의 첫걸음’을 뜻하는 ‘視

角(각)’이 된다.
介(개): 끼이다, 覺(각): 깨닫다, 眼(안): 눈, 項(항): 목                      정답 ⑤

5. 원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動靜(동정): 물질의 운동과 정지 
② 出入(출입): 어느 곳을 드나듦
③ 進退(진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⑤ 優劣(우열): 나음과 못함                                              정답 ④

6. 글과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安全(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② 配慮(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③ 待避(대피):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함.
④ 秩序(질서):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⑤ 救助(구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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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쓸 수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는 ‘先公後私(선공후사)’이고, 세로 열쇠는 ‘公平無私(공평무사)’
이다.                                                                  정답 ②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兩(량): 두, 千(천): 일천, 一(일): 하나, 得(득): 얻다, 載(재): 싣다, 篇(편): 

책, 刀(도): 칼, 擧(거): 들다 
① 千篇一律(천편일률):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함. 
② 千載一遇(천재일우):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③ 一刀兩斷(일도양단): 어떤 일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뜻 결정함.
④ 一擧兩得(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⑤ 千慮一得(천려일득):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음.                     정답 ④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自强不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
② 朋友有信(붕우유신):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
③ 悠悠自適(유유자적):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④ 仁者無敵(인자무적): 어진 사람은 남에게 덕을 베풂으로써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

기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므로 세상에 적이 없음.
⑤ 發憤忘食(발분망식):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정답 ③

10. 성어를 풀이할 수 있는가? 
龍頭蛇尾(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

한 현상을 이르는 말.
① 群鷄一鶴(군계일학):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②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
③ 烏飛梨落(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

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
④ 朝令暮改(조령모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

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
⑤ 指鹿爲馬(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

를 마음대로 함.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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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非其義, 終不取.(비기의, 종불취):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 끝내 취하지 

않는다.
② 作事, 多有始無終.(작사, 다유시무종):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 있지만 끝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③ 自信者, 人亦信之.(자신자, 인역신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남도 또한 그를 

믿는다.
④ 謝事, 當謝於正盛之時.(사사, 당사어정성지시): 일을 물러나는 것은 마땅히 정상의 

시기에 물러나야 한다. 
⑤ 天生我材, 必有用.(천생아재, 필유용):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이다.                          정답 ⑤

12.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恒心(항심):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
② 專心(전심): 마음을 오로지 한곳에만 기울임.
③ 操心(조심):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씀.
④ 核心(핵심):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⑤ 歡心(환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정답 ③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정답해설 : ◦산속의 도적을 잡는 것은 쉬우나, 마음 속의 도적을 잡는 것은 어렵다
◦ 세상에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요, 구하기 쉬운 것이 논밭이다.
① 易(이): 쉽다  ② 欲(욕): 하고자 하다 ③ 重(중): 무겁다 ④ 要(요): 요긴하다
⑤ 請(청): 청하다                                                       정답 ①

14~15 지문풀이

 내 평생에 한마디 말을 얻었으니 나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곧 내 스승이요, 나의 
장점을 말하는 자는 곧 나의 적이다.

14.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過失(과실):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② 通過(통과):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지나감.
③ 過信(과신): 지나치게 믿음.
④ 看過(간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⑤ 過去(과거): 이미 지나간 때.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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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④

16~18 지문풀이

 이에 제상을 가두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라 왕자를 몰래 보냈느냐?” 대
답하여 말했다. “나는 계림의 신하이지 왜국의 신하가 아니다. 지금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할 뿐이다. 어찌 감히 그대에게 말하겠느냐?” 왜왕이 노하
여 말하였다. “지금 너는 이미 나의 신하가 되었다. 그런데도 계림의 신하라고 말
하니 반드시 다섯 가지 형벌을 갖출 것이다. 만약 왜국의 신하라고 말하면 반드시 
많은 녹을 상으로 주겠다.” 대답하여 말했다.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

1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① 勇敢(용감):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참. 
   卑屈(비굴):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쉬움.
② 愼重(신중): 매우 조심스러움, 輕率(경솔): 말과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
③ 忠直(충직): 충성스럽고 정직함, 
   懷柔(회유):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④ 包容(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排斥(배척):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
⑤ 恭敬(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傲慢(오만):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정답 ③

17.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已(이): 이미
① 又(우): 또 ② 旣(기): 이미 ③ 而(이): 어조사 ④ 于(우): 어조사 ⑤ 也(야): 어조사

정답 ②

1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不(불): 아니다 ② 何(하): 어찌 ③ 莫(막): 없다 ④ 若(약): 만약 ⑤ 寧
(녕): 차라리                                                            정답 ⑤

19.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②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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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몸을 스스로 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감히 가벼이 여기지 못한다.
④ 그 착한 성품을 닦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악한 성품을 닦으면 악한 사람이 된

다. 
⑤ 남들이 한 번 해서 잘하면 자기는 백 번 하고, 남들이 열 번해서 잘하면 자기는 

천 번 한다.                                                         정답 ③

20~22 지문풀이

 탐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베고 죽었다. <중략> 이에 만덕이 천금을 
주고 육지에서 쌀과 바꾸니 여러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추어 이르렀다. 만덕이 10
분의 1을 취하여 친족들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실어 보냈다. 부황이 
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관아의 뜰에 구름같이 모였다. 관아에서 그 완급을 조절
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차등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서 만덕의 은혜를 칭
송하며 모두 다 우리를 살린 사람은 만덕이라고 여겼다.

2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관아의 뜰에 구름같이 모였다.’에서 ‘구름같이’는 ‘많이’의 의미이다
① 多(다): 많다  ② 孤(고): 외롭다 ③ 白(백): 희다 ④ 募(모): 모으다 ⑤ 弱(약): 약하
다                                                                    정답 ①

21. 단어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정답해설 : 緩急은 ‘완급’이라고 읽는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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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5 지문풀이

 대개 충(忠)·역(逆)이 이미 나누어지고 시비(是非)가 크게 정하여진 뒤에는 이른바 
이 당도 나의 신하이고 이른바 저 당도 나의 신하이다. 위에서 보면 다 같이 한집
안 사람이고 한 배 속에서 나온 사람이다. 잘하면 그를 상주고 죄를 지으면 그를 
벌주는 것에 어찌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중략> 이제부터는 내가 
마땅히 (인재를) 등용하고 버리는 즈음에 ‘당목(黨目)’두 글자를 먼저 마음속에 두
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을 보아서 훌륭한 사람은 등용하고 못난 사람은 쓰지 않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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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是非(시비): 병렬 관계
① 靑雲(청운): 수식 관계 ② 善惡(선악): 병렬 관계 ③ 讀書(독서): 술빈관계
④ 食堂(식당): 수식 관계 ⑤ 作文(작문): 술빈 관계                        정답 ②

24. 한문을 바른 순서로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어찌(何) 사랑하고(愛) 미워하(憎)는(之) 구별이(別) 있겠는가?(有)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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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7 지문풀이

 공자께서 안연에게 말씀하셨다. “등용되면 (조정에 나가서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조정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이렇게 함이 있겠구나!” 자로
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공자께
서 말씀하셨다.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치려고 하고, (배
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맨발로 강을 건너려고 하면서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를 
나는 함께하지 않겠으니, (내가 함께 할 사람은)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며 
꾀하기를 좋아하여 (일을) 이루어 내는 자이다.”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給與(급여):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정답 ②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① 臨戰無退(임전무퇴):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음을 이른다.
② 事必歸正(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③ 臨機應變(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④ 如履薄氷(여리박빙):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
⑤ 殺身成仁(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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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한시풀이

(가) 나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푸른 산에 사는가? / 웃으며 대답하지 않아도 마
음은 절로 한가하네. / 복사꽃이 물에 흘러 아득히 떠내려가니 / 다른 천지가 
있어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나) 산은 비 기운 머금고 물에서는 안개가 생기는데, / 푸른 풀이 우거진 호숫가
엔 백로가 졸고 있네. / 길이 해당화 (꽃이 핀곳) 아래로 굽이져 돌아드니, / 
가지 가득 향기로운 눈송이가 휘두르는 채찍에 떨어지네.

28.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의 人間(인간)은 ‘인간세상’의 뜻으로 쓰였다.                            정답 ③

29.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시의 형식은 칠언고시이며, 1구와 2구는 대우를 이루지 않는다.

                                                             정답 ③
30. 한시의 내용과 형식, 표현법을 알고 감상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나)시는 비 기운 머금은 산, 물안개 핀 청초호, 해당화 피어 있는 굽은 길, 그리고 
눈처럼 날리는 꽃잎들. 이 모두가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시이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