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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에는 대화 중 ‘드러낸’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
ⓛ 草(초): 풀    ② 露(로): 이슬, 드러나다   ③ 衆(중): 무리, 많다 
④ 採(채): 캐다  ⑤ 恨(한): 한하다                                       

정답 ②

2.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答(답): 대답하다, 翁(옹): 늙은이                               

정답 ③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榮(영): 영화롭다, 辱(욕): 욕되다  ㄴ. 乾(건): 마르다, 燥(조): 마르다
            ㄷ. 勝(승): 이기다, 負(부): 지다      ㄹ. 委(위): 맡기다, 任(임): 맡기다  

정답 ④

4. 짜임, 음, 총획, 단어의 의미 등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兒의 음은 ‘아’, 引은 총 4획, 牙城은 ‘매우 중요한 근거지’를 뜻한다.
① 亞(아), 총 8획  ③ 外(외), 총 5획  ④ 旦(단), 총 5획  ⑤ 王(왕), 총 4획 

정답 ②

5. 원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越等(월등):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게 
② 泰斗(태두): 어떤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白眉(백미):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傑出(걸출): 남보다 훨씬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                       

정답 ⑤

6.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쓸 수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는 ‘鶴首苦待(학수고대)’이고, 세로 열쇠는 ‘首丘初心(수구초심)’

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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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과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着用(착용):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함.
豫防(예방):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計劃(계획):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
守則(수칙):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           

정답 ①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① 進退兩難(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② 背水之陣(배수지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③ 一擧兩得(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④ 三旬九食(삼순구식):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

난함을 이르는 말.
⑤ 骨肉相爭(골육상쟁):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정답 ①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馬(마): 말, 耳(이): 귀, 牛(우): 소, 溫(온): 따뜻하다/익히다
           故(고): 옛,  新(신): 새, 竹(죽): 대나무, 知(지): 알다
① 馬耳東風(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② 牛耳讀經(우이독경):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③ 轉禍爲福(전화위복):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④ 竹馬故友(죽마고우):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⑤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정답 ⑤

10.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고, 패배로 말미암아 공을 ㉠이룬다.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를 사양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

고, 황하와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   

정답해설 : ① 祝(축): 빌다   ② 令(령): 명령하다   ③ 從(종): 좇다
           ④ 成(성): 이루다   ⑤ 去(거): 가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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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을 사랑하는데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자신의) 어짊을 돌이켜보고, 남을 다스리
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자신의) 지혜를 돌이켜보고, 남을 예우하는데 답례하
지 않으면 그 (자신의) 공경함을 돌이켜보라

정답해설 : ① 反求諸己(반구저기): (허물을)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함.
② 愛親敬長(애친경장):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함.
③ 非禮勿視(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④ 老馬之智(노마지지):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
⑤ 仁者無敵(인자무적): 어진 사람은 남에게 덕을 베풂으로써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므로 세상에 적이 없음.
                          정답 ①

12.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優先席(우선석)
① 대기자석   ② 노약자석   ③ 보호자석   ④ 동반자석   ⑤ 수상자석     

정답 ②

13~14 지문풀이

 행동할 때는 반드시 세 번 ㉠살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

13. 한자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省(성): 살피다, (생): 덜다
① 省察(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② 自省(자성):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
③ 省略(생략):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뺌.
④ 猛省(맹성): 매우 깊이 반성함.
⑤ 省墓(성묘):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봄. 또는 그런 일.                

정답 ③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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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자는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②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③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④ 남의 과오는 마땅히 용사하고 자기에게 있으면 용서해서는 안된다.
⑤ 남이 한 번 해서 잘하면 자기는 백 번을 하고, 남이 열 번 해서 잘하면 자기는 천 

번을 한다.                                                          
정답 ⑤

[16~18] 지문풀이

 모방하여 글을 짓되 거울이 형체를 ㉠비추는 것과 같게 하면 비슷하다 ㉡말할 수 
있는가? 말하기를, “좌우가 상반되니 어찌 비슷할 수 있겠는가?” 물이 형체를 ㉢비추는 것
과 같게 하면 비슷하다 말할 수 있는가? 말하기를, “㉮아래 위가 거꾸로 보이니 어찌 비슷
할 수 있겠는가?” (중략) 그림이 형체를 묘사하는 것과 같게 하면 비슷하다 말할 수 있는
가? 말하기를, “가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소리가 없는데, ㉣어찌 능히 비
슷할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그런즉 ㉤끝내 능히 비슷할 수 없는가?” 말하기를, “무릇 
어찌 같기를 구하는가? 비슷함을 구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16. 문장에서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③ ‘쏟다’의 뜻을 가진 한자는 ‘瀉’이다.                        

정답 ③

17.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本 ↔ 末(본말): 처음 ↔ 끝 - 병렬 관계
① 遠 ↔ 近(원근): 멀다 ↔ 가깝다 - 병렬 관계   
② 明 ↔ 暗(명암): 밝다 ↔ 어둡다 - 병렬 관계   
③ 大 ↔ 小(대소): 크다 ↔ 작다 - 병렬 관계 
④ 出 ↔ 入(출입): 나가다 ↔ 들어오다 - 병렬 관계   
⑤ 友情(우정): 친구사이의 정 - 수식 관계                                

정답 ⑤

1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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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지문풀이

 사람의 본성이 선함은 물이 아래로 내려감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다.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猶(유): 오히려 / ~와 같다   ② 旣(기): 이미   ③ 唯(유): 오직
           ④ 遣(견): 보내다 / ~하여금 ~하게 하다   ⑤ 故(고): 예 / 까닭 / 죽다

                                                   정답 ①

20. 한문의 풀이 순서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참조                                                   

정답 ②

[21~23] 지문풀이

 ㉮홍정승의 어머니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밥과 나물국도 매번 ㉠거를 때가 
잦았다. 하루는 여종으로 ㉡하여금 고기를 사 오게 하여 고기 빛깔을 보니 독이 
있는 것 같았다. 여종에게 “살 수 있는 고기가 몇 덩어리나 있더냐?”라고 물어보
고는 이에 머리 장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여종으로 하여금 그 고기를 모두 사
서 담장 밑에 ㉣묻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이 사서 먹고는 병이 ㉤날까 염려해서
였다. 정승(홍서봉)이 “㉯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신명과 통하여 자손이 반드시 번창
하리라.”라고 말하였다.

21. 한자의 쓰임과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空(공), 共(공)
② 遣(견)은 ‘~하여금 ~하게 하다’로 쓰이므로 ‘使(사)’와 의미가 통할 수 있다.
④ ㉣의 대상은 ‘머리 장식’이 아니라 ‘고기’이다.
⑤ ㉤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다.                                         

정답 ④

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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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부른다.
②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님의 힘을 안다.
③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④ 호랑이 굴에 들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칭찬하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을 험담한

다.                                                                 
정답 ③

[24~25] 지문풀이

 송나라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옥을 얻어 자한에게 그것을 바치니 자한이 받지 
않았다. 옥을 바친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을) 옥인(옥을 다듬는 사람)에게 보여 
주었더니 옥인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
였다. 자한이 말하기를 “나는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기고, 너는 옥을 보배로 
여긴다. 만약 (옥을) 나에게 ㉠준다면 모두가 보배를 ( ㉡ ) 것이니, 사람마다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24.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벗과 더불어 교유함에 신뢰하지 않겠는가?
② 부와 귀, 이는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바이다.
③ 비록 가축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과 같다.
④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말라
⑤ 하늘로부터 보면 사람과 사물이 동등하다.                              

정답 ④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내용으로 보아 ‘잃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
① 爭(쟁): 다투다   ② 取(취): 취하다   ③ 授(수): 주다   
④ 喪(상): 잃다     ⑤ 益(익): 더하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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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지문풀이

 이 때에, 궁중의 여러 사인들이 함께 도모하여 창예창의 곡식을 훔쳐 그것을 ㉠
나누는데 ㉮검군만 홀로 받지 않았다. 여러 사인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모두 
받았거늘 그대만 홀로 그것을 물리치니 무엇 때문인가? 만약 적어서 ㉡꺼려하는 
것이라면 다시 그것에 ㉢더해 주겠다.” 검군이 웃으며 말하기를, “저는 근랑의 무
리에 이름을 올려서 풍월의 뜰에서 ㉣수행하니 진실로 그 (마땅한) 의리가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 ㉢의 주체는 ‘여러 사인’이다.                              

정답 ②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8~30] 한시풀이

(가) 봄을 맞이한 만 리 밖의 나그네는 / 난리가 그치는 어느 해에 돌아가려나?
    나의 애를 태우는 강성의 기러기는 / 높이높이 북쪽으로 날아가네.
(나) 젊을 적엔 늘상 조용한 산가를 사랑하여 / 자주 선방에서 옛 경전을 읽었지.
    백발 되어 우연히 이곳에 다시 오니 / 불전에는 옛날처럼 푸른 등불 켜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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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29.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시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며, (나)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를 이루지 
않는다.

                                                             정답 ③

30. 한시의 내용과 형식, 표현법을 알고 감상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