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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淨(정): 깨끗하다   ② 貞(정): 곧다    ③ 情(정): 뜻, 사랑    
④ 晴(청): 개다   ⑤ 頂(정): 정수리

                                  정답 ③

2. 단어의 음과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白眉(백미):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白眼視(백안시):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

정답 ④
                
3. 한자의 음, 총획, 짜임,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走(주): 달리다, 昇(승): 총 8획, 周知(주지): 여러 사람이 두루 앎.
ⓛ 州(주): 고을, 총 6획   ② 典(전): 법, 총 8획   ③ 周(주): 두루, 총 8획
④ 宙(주): 집, 총 8획   ⑤ 界(계): 지경, 총 9획

정답 ③

4. 같은 뜻을 지닌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選(선): 가리다, 擇(택): 가리다   ㄴ. 問(문): 묻다, 答(답): 대답하다
ㄷ. 前(전) 앞, 後(후) 뒤   ㄹ. 製(제): 짓다, 造(조): 짓다

정답 ②

5.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는 ‘小貪大失(소탐대실)’이고, 세로 열쇠는 ‘大同小異(대동소이)’

이다. 따라서 ㉠에는 ‘大’가 들어가야 한다.
① 大(대): 크다   ② 小(소): 작다   ③ 代(대): 대신하다   ④ 失(실): 잃다   
⑤ 異(이): 다르다

정답 ①

6.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堂狗風月(당구풍월): 서당에서 기르는 개가 풍월을 읊는다는 뜻으로, 

 

2

그 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오래 있으면 얼마
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짐을 이르는 말.

② 甘言利說(감언이설):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③ 漸入佳境(점입가경):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
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骨肉相爭(골육상쟁):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⑤ 表裏不同(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정답 ⑤

7.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盲目(맹목):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눈. 이성을 잃어 적절한 분별이

나 판단을 못하는 일.
③ 私見(사견):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④ 可觀(가관):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⑤ 主觀(주관):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

정답 ②

8. 한문을 어순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 재앙이(禍) 바뀌어(轉)서(而) 복이(福) 되고(爲) 패배로 인하여서 공을 
이룬다 

                     정답 ④

9. 성어의 의미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日就月將(일취월장):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① 場(장): 마당   ② 將(장): 장차, 장수, 나아가다   ③ 張(장): 베풀다   
④ 壯(장): 씩씩하다   ⑤ 丈(장): 어른

정답 ②

10.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군자가 남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며 ㉠남을 앞세우고 자기를 뒤로 하면 백성들은 
사양함을 일으킨다. 

정답해설 : ㉠에 해당하는 문장은 ‘先人而後己’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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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附和雷同(부화뇌동):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② 各樣各色(각양각색):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
③ 衆口難防(중구난방): 뭇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④ 類類相從(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⑤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정답 ①

12. 주어진 한자로 사자성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有名無實(유명무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① 名實相符(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③ 眼下無人(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

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④ 有備無患(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정답 ②

13. 단문의 내용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②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③ 스스로 그 자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그를 감히 가벼이 여기지 못한다. 
④ 만약 남이 나를 소중히 여김을 바란다면 내가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만함이 없다 
⑤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고,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마라.  

정답 ④

[14~15] 지문 풀이

  배움을 위한 공부는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바라는 바가 비록 멀지라도 만약 가
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저절로 마땅히 그㉠곳에 이르나, 만약 멈추고 가지 않는다
면 비록 매우 가까운 곳이라도 어찌 이를 수 있겠는가? 

1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1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4

[16~17] 한시 풀이

여관은 등불 쇠잔한 새벽 / 고성(외로운 성)은 보슬비 오는 가을.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 끝이 없나니 / 천 리의 큰 강은 흐르고 있네.

16. 한시의 형식, 운자, 대우, 띄어 읽기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시의 운자는 ‘秋(추)’, ‘流(류)’이다. 

정답 ④

17.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③

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그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진다.
② 사람이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③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④ 빨리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⑤ 적은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

하지 않음을 근심하라 
                                          정답 ②

19.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가?

  윗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윗사람을 섬기지 마라. 

① 勸善懲惡(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② 莫上莫下(막상막하):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③ 事必歸正(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④ 下學上達(하학상달): 아래를 배워 위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쉬운 지식을 배워 어려

운 이치를 깨달음을 이르는 말.
⑤ 推己及人(추기급인):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동함.

                                                   정답 ⑤

20.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② 너그럽게 대하더라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하게 대하더라도 사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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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라. 
③ 자신을 규율함은 모름지기 분명해야만 하나 남을 대함은 감싸 안아야 한다. 
④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⑤ 자기를 살피면 남을 알 수 있고 지금을 살피면 옛날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21~23] 지문 풀이

  무릇 어떤 일이 어렵다 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재능과 분수는 본래 한계가 있으나 달가운 마음으로 지향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나태한 마음으로 지향하면 일이 허물어지지 
않음이 없다. 사람들 중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쉽다고 느끼지만 사람들 중에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어렵다고) 느낀다. 

21.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22. 어조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於(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于(우)’, ‘乎(호)’이다.      

정답 ③

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24~26] 지문 풀이

  어떤 이가 물어 말했다. “…(중략)… ㉠당신의 능력으로 어찌 존귀하고 벼슬 
있는 사람과 사귀어 공명을 취하지 않고 이에 거리 마을에 백성들을 따라 
노니는가? ㉡어찌 자기를 소중히 하지 않는가?” ㉮조생이 웃으며 말했다. 
“…(중략)… “나는 ㉯세속의 의원이 그 의술을 믿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을 
싫어한다. ㉰문 밖에는 탈 것이 서로 잇따르고 집에는 술과 고기를 ㉢차려 놓고서 
기다려 대체로 서너 번 청한 다음에야 가려고 한다. 또 ㉣가는 곳은 귀하고 세력 
있는 집이 아니면 부잣집이다. …(중략)…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내가 오로지 백성 사이를 노닐며, 귀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는 까닭은 이러한 무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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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문을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6.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門外(문외): 수식 관계
① 登校(등교): 술보 관계   ② 出席(출석): 술보 관계   ③ 贊反(찬반): 병렬 관계
④ 休息(휴식): 병렬 관계   ⑤ 校內(교내): 수식 관계

정답 ⑤

[27~28] 지문 풀이

  천하를 얻음에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 백성을 
얻음에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을 것이다. 그 (㉠마음을) 
얻음에 방법이 있으니, (백성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모이게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28.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憎惡(증오):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② 惡童(악동): 행실이 나쁜 아이.
③ 害惡(해악):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④ 惡談(악담):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
⑤ 善惡(선악): 착한 것과 악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답 ①

[29~30] 지문 풀이

  ㉠사마광은 자가 군실이다. …(중략)… 여러 아이들이 뜰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항아리에 올라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졌는데, 무리가 모두 버리고 가버렸다. 
사마광이 돌을 가지고 항아리를 쳐 그것을 깨뜨리니 물이 솟아나 아이는 (㉡살) 수 
있었다.



 

7

2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活(활): 살다   ② 效(효): 본받다   ③ 泣(읍): 울다   ④ 入(입): 들다
⑤ 點(점): 점찍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