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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力量(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② 職分(직분):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③ 兼業(겸업):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
④ 妥協(타협):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⑤ 激務(격무): 몹시 고된 업무.
                                                                      정답 ②

2. 한자의 음, 짜임, 총획,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眉(미): 눈썹, 首(수): 총 9획, 美名(미명):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
① 米(미): 쌀, 총 6획     ② 奏(주): 아뢰다, 총 9획   ③ 笑(소): 웃다, 총 10획 
④ 柔(유): 부드럽다, 총 9획   ⑤ 美(미): 아름답다, 총 9획

정답 ⑤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返(반): 돌아오다, 還(환): 돌아오다 ㄴ. 開(개): 열다, 閉(폐): 닫다
               ㄷ. 繼(계): 잇다, 續(속): 잇다         ㄹ. 乾(건): 하늘, 坤(곤): 땅

정답 ①

4.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暗(암): 어둡다 ㉡ 旱(한): 가물다

                                 정답 ⑤
 
               
5. 단어의 음과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鼓舞(고무): 북을 치고 춤을 춤.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움.
援助(원조):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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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反響(반향):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

는 반응.
② 波及(파급):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
③ 餘波(여파):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④ 餘韻(여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   

                                                   정답 ⑤

7.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刊(간): 새기다  ② 知(지): 알다 ③ 省(성): 살피다 
④ 新(신): 새롭다 ⑤ 課(과): 매기다

정답 ③

8.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快(쾌): 쾌하다  ② 急(급): 급하다 ③ 等(등): 무리
④ 過(과): 지나치다 ⑤ 減(감): 덜다

정답 ④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白眼視(백안시):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
② 伯仲勢(백중세):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③ 如反掌(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
④ 破天荒(파천황):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을 이르는 말.
⑤ 無盡藏(무진장):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

정답 ②

10. 성어의 의미와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열쇠] 無爲徒食(무위도식), [세로열쇠] 發憤忘食(발분망식)
① 功(공): 공, 공적 ② 忘(망): 잊다 ③ 食(식): 먹다 ④ 事(사): 일 ⑤ 遊(유): 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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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師表(사표):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
② 敎師(교사):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

생을 가르치는 사람.
③ 師弟(사제): 스승과 제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④ 恩師(은사):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
⑤ 師事(사사):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정답 ①

12.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苦肉之策(고육지책):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② 骨肉相爭(골육상쟁):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③ 塗炭之苦(도탄지고):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괴로움을 이르는 말.
④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⑤ 氷炭之間(빙탄지간): 얼음과 숯 사이란 뜻으로,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

정답 ①

13.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他山之石(타산지석):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

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
의 말,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明若觀火(명약관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③ 殺身成仁(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④ 拔本塞源(발본색원):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⑤ 隱忍自重(은인자중):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함.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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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시대의 습속이 한 번 오염되면 백 번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다.  
② 백 번 누여야 실은 하얗게 되며, 천 번 갈아야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
③ 입을 지키면 망령된 말이 없고, 몸을 지키면 망령된 행동이 없다.
④ 배울 여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록 한가하더라도 또한 배울 수가 없다. 
⑤ 남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②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친구를 따라 강남에 간다. 
②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③ 곤궁한 사람의 일은 뒤집어져도 또한 코를 깬다. 
④ 제사를 돕는 자는 맛을 보고 싸움을 도운 자는 상처를 입는다. 
⑤ 푸성귀가 장차 잘 될 것은 두 잎(떡잎)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정답 ②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가지고 있으나 족할 줄 모르면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잃는다.

정답해설 : 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② 뜻이 있는 자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③ 재주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근심할 바가 아니다.
④ 저것을 탐내다가 도리어 이것도 잃는다. 
⑤ 구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요, 버리면 그것을 잃을 것이다.

정답 ④

[17~18] 지문 풀이

 부유함㉠과 귀함,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도(정당한 방법)로써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는다. 가난함과 천함,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그 도로써 얻지 않았더라도 ㉢떠나지(버리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군자의) 이름을 이루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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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임금이 백성이 아니라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러므로 ‘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고 말한다.

정답해설 : ㉠ 與(여): ~와/과 ㉡ 惡(오): 싫어하다 ㉢ 去(거): 떠나다
정답 ④

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그 옳은 것이 아니면 끝내 취하지 않는다.
②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함(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다.
③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는다(부른다).
④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공을 이루지 못한다. 
⑤ 성인의 도는 자기를 꾸짖고 남을 꾸짖지 않는다.

정답 ①

19. 단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상을 주는데 그 공에 적당하면(그만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면) 착한 일 하는 자
가 (㉠권장될 것이며), 형벌을 내리는데 그 죄에 적당하면(그만한 죄를 진 사람에
게 내리면) 악한 일 하는 자가 징계될 것이다.   

정답해설 : ① 拒(거): 막다 ② 怨(원): 원망하다 ③ 逃(도): 달아나다 
④ 罰(벌): 벌하다 ⑤ 勸(권): 권장하다

                                                      정답 ⑤

20.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남의 악행을 드러내길 좋아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이 반드시 이른

다. 
②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반드시 한 번의 실수는 있다. 
③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니 의심 받는 곳에 처하지 않는다.      
④ 행동이 고상하면 이름이 절로 높아지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용모가 뛰어남이 아

니다. 
⑤ 박하게 베풀고 후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보답 받지 못하고, 귀하게 되고 나서 천

했던 때를 잊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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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지문 풀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없는 것은 ‘근시’가 되니, 이것은 눈 안의 수정체가 너무 
볼록함으로 인한 까닭이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수 없는 것은 ‘원시’가 되니, 
이것은 눈 안의 수정체가 너무 평평함으로 인한 까닭이다. 지금 오목한 거울(오목 
렌즈의 안경)로써 근시에 (㉠짝지어 주고), 볼록한 거울(볼록 렌즈의 안경)로써 원
시에 (㉡짝지어 주면) 그 시력의 원근이 가지런하여 한결같아질 수 있다. 

21.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昏(혼): 어둡다 ② 染(염): 물들이다 ③ 配(배): 짝지어 주다
④ 探(탐): 찾다 ⑤ 誤(오): 잘못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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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23~24] 지문 풀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백성이 가난하니 이제 밭을 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 경
작하고, 그 어진 인재를 쓰며, 재화를 사고팔게 하고 공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나라 
안의 이로움을 다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이다. 또 반드시 먼 ㉢곳의 물
건을 유통시킨 뒤에야 재화가 불어나고 갖가지 쓸 것들이 생겨난다. 무릇 백 대의 
수레에 ㉣싣는 것이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육지로 천 리를 가는 것이 배로 
만 리를 가게 되는 ㉤편리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또한 반
드시 수로를 귀히 여긴다.

23.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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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지문풀이

 하루는 아내가 몹시 굶주려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러 가지 않
으면서 책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허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책을 읽는 것이 미숙하오.”라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장인(匠人)의 일
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허생이 말하기를 “장인(匠人)의 일은 본디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하겠소?”라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상업이 있지 않습니까?”라
고 하였다. 허생이 말하기를 “상업은 ㉠밑천으로 삼을 돈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라고 하였다. 그 아내가 성내고 꾸짖으며 말하기를 “밤낮으로 책을 읽어 다만 ‘어
찌하겠소?’만 배우셨구려. 장인(匠人)의 일도 못하고, 상업도 못한다면, 어찌 도둑
질은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허생이 책을 덮고 일어나며 말하기를 “애석
하구나! 내가 책을 읽음에 본디 10년을 기약하였는데, 이제 7년이 되었다.”라고 하
고 문을 나서서 가니, 서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곧바로 운종가로 가서 시장 안의 
사람에게 묻기를 “한양 안에서 누가 가장 부유하오?”라고 하니, 변씨라고 ㉡말하
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내 그 집에 찾아갔다.

25.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本錢(본전): 본밑천으로 들인 돈 – 수식관계
① 日沒(일몰): 해가 짐 – 주술관계 ② 登校(등교): 학교에 감 -  술보관계
③ 勝負(승부): 이김과 짐 – 병렬관계 ④ 晩秋(만추): 늦은 가을 – 수식관계
⑤ 養育(양육): 자라게 함 - 병렬관계

                        정답 ④

26.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ㄷ. 나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ㄹ. 옛날의 도에서 말은 간결함에서 귀하게 된다.

정답 ②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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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한시 풀이

(가) 달이 하늘 ㉠중심에 이른 곳, / 바람이 수면에 불어오는 때. 
    한가지로 맑은 경지, / 헤아려 보건대 아는 사람 ㉡적으리라. 
(나) 길가의 좋은 ㉢집 홰나무 푸른 그늘로 덮여 있고 
    높다란 문은 응당 자손을 ㉣위해 열어 두었으리라. 
    연래에 주인이 ㉤바뀌어 거마의 왕래가 없고 
    오직 행인들이 비를 피하러 오는 경우만 있네. 

28. 한시에 쓰인 시어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②

29. 한시의 형식, 배경, 대우, 띄어 읽기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나)는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3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