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I)

정답 및 해설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④ ① ① ⑤ ① ④ ② ③ ① ③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⑤ ③ ③ ② ② ④ ③ ② ⑤ ②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④ ⑤ ⑤ ① ② ④ ② ⑤ ③ ③

[해설]

1. [정 답] ④

[출제의도]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해 설] 그림은 ‘日月五峯圖(일월오봉도)’이다. 봉우리의 뜻을 가진 한자는 ‘峯’이다.

① 鳳(봉):봉새, 봉황   ② 嶺(령):고개․재   ③ 巖(암):바위   ⑤ 監(감):보다, 살피다

2. [정 답] ①

[출제의도]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해 설] 何(하):어찌, 河(하):강․큰 내, 奴(노):종, 努(노):힘쓰다, 皮(피):가죽, 

        破(파):깨뜨리다, 苦(고):쓰다, 若(약):같다, 만약

3. [정 답] ①

[출제의도] 자전을 활용하여 한자를 찾을 수 있는가?

[해 설] ‘飽(포)’의 부수는 ‘食(식)’이고, ‘栽(재)’의 부수를 뺀 획수는 6획이다

4. [정 답] ⑤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과 형․음․의, 활용 예를 알고 있는가?

[해 설] 갑골문의 모양이 나타내는 한자는 음이 ‘귀’이며, 상형이며 ‘鑑(감)’과 결합

하여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란 뜻이 되어야 하므로 ‘龜(귀):거북’이다.

① 貴(귀):귀하다   ② 鬼(귀):귀신   ③ 象(상):코끼리   ④ 鹿(록):사슴

5. [정 답] ①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과 음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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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販(판):팔다, 吸(흡):마시다․빨다

6. [정 답] ④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해 설] 병렬 관계의 단어는 ‘表裏(표리):겉과 속’이다.

① 嚴罰(엄벌):엄하게 벌을 주다. 엄한 벌.[수식 관계]

② 下山(하산):산에서 내려오다.[술보 관계]

③ 勸善(권선):착한 일을 권하다.[술빈 관계]

⑤ 人造(인조):사람이 만들다.[주술 관계]

7. [정 답] ②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해 설] 가로 열쇠는 ‘養虎遺患(양호유환)’이고 세로 열쇠는 ‘識字憂患(식자우환)’이

다.

① 識(식):알다   ② 患(환):근심․걱정   ③ 憂(우):근심․걱정   ④ 虎(호):범․호랑이

⑤ 後(후):뒤

8. [정 답] ③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해 설] 글은 ‘아끼는 효과’등의 내용으로 보아 ‘節約(절약)’이다.

① 規約(규약):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

② 消費(소비):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앰.

④ 利用(이용):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⑤ 節稅(절세):세금을 덜 냄.

9. [정 답] ①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알고 쓸 수 있는가?

[해 설] ㉠ 社告(사고):회사에서 내는 광고

        ㉡ 事故(사고):뜻 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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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 답] ③

[출제의도] 단문의 수사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문풀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

을 본받는다.

11. [정 답] ⑤

[출제의도] 단문의 의미를 알고 사자성어와 연결할 수 있는가?

[지문풀이] 배의 맛있는 것을 먹고 아울러 그것으로써 이를 닦는다.

[해 설] ① 前代未聞(전대미문):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

② 一片丹心(일편단심):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

③ 烏飛梨落(오비이락):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

④ 百折不屈(백절불굴):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

⑤ 一擧兩得(일거양득):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2. [정 답] ③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문풀이] ◦ 사람이 살아 있는 이(어버이)를 봉양하는 일과 (죽은 이에 대해서) 초

상을 치르고 장사를 지내는 일의 마땅함을 얻어서 (그것으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도를 다해야 그런 뒤에 효라고 말할 수 있다.

◦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고,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해 설] ① 忠(충):충성   ② 勇(용):날래다   ③ 孝(효):효도   ④ 愛(애):사랑

⑤ 慈(자):사랑

13. [정 답] ③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해 설] 驚天動地(경천동지):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① 易地思之(역지사지):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② 天方地軸(천방지축):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일

④ 天災地變(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 

⑤ 天壤之差(천양지차):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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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 답] ②

[출제의도] 성어의 유래를 알고 있는가?

[해 설] ① 走馬看山(주마간산):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

르는 말.

② 老馬之智(노마지지):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

③ 塞翁之馬(새옹지마):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④ 犬馬之勞(견마지로):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⑤ 指鹿爲馬(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15. [정 답] ②

[출제의도] 단문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문풀이] ◦ 군자의 배움은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이 하지는 않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물러설 것이니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 자는 있을 수 없다.

16. [정 답] ④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①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그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② 欲勝人者, 必先自勝.(욕승인지, 필선자승.):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

저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③ 來語不美, 去語何美.(내어불미, 거어하미.):오는 말이 아름답지 않은데 가는 말이 

어찌 아름다우랴?

④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무도인지단, 무설기지장.):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나

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⑤ 忍一時之憤, 免百日之憂(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17~18]

[지문풀이] 남지는 <중략> 관청에서 퇴근하면 할아버지는 그가 일한 바를 물었다. 

하루는 돌아와 아뢰어 이르기를, “어떤 구실아치가 창고에 들어가더니 몰래 비단을 

품고 나오길래 그로 하여금 창고에 다시 들어가게 하여 이와 같기를 세 번 하였더

니, 관리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비단을 두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

가 어린 나이에 벼슬살이를 하여 이 때문에 매번 일한 것을 물어 그 잘잘못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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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되겠다.”

17. [정 답] ③

[출제의도]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如’는 ‘~와 같다’로 풀이된다.

① 可(가):~할 수 있다. ~할 만하다   ② 亦(역):또한   ③ 若(약):같다, 만약

④ 或(혹):혹․어떤 이[것]   ⑤ 則(즉):~이면

18. [정 답] ②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주제는 ‘出世(출세)’가 아니라 ‘침묵의 일깨움’이다.

[19~20]

[지문풀이] 둘째 형이 칼날에 손을 다치니 선생이 (형을) 안고 울었는데, 모부인이 

말하기를 “네 형은 손을 다쳤어도 울지 않거늘 너는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이 비록 울지 않았으나 어찌 피가 저와 같이 흐르는데 손이 아프지 않

겠습니까?”   

19. [정 답] ⑤

[출제의도] 한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해 설] ⑤ ‘痛(통)’은 ‘아프다’로 풀이된다.

20. [정 답] ②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지문 풀이 참조

[21~23]

[지문풀이] 

허자가 말했다. “천지의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지금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도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도 의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고 초목은 

짐승보다 천합니다.” 실옹이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너는 참으로 사람이다. 

<중략> 사람으로서 사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사물로서 사람을 보

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하늘로부터 보면 사람과 사물이 균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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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 답] ④

[출제의도] 단어의 음을 알고 있는가?

[해 설] ‘禽獸’의 독음은 ‘금수’이다.

22. [정 답] ⑤

[출제의도] 한문을 순서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가?

[해 설] 사물(物)이 귀(貴)하고(而) 사람(人)은 천(賤)하다.

23. [정 답] ⑤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지문 풀이 참조

24. [정 답] ①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 있는 문장을 찾을 수 있는가?

[지문풀이]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다.

[해 설] ㄱ. 말이 나가면(말을 하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ㄴ. 입으로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ㄷ.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

ㄹ.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25~27]

항산(일정한 생업,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서 항심(일정한 마음, 떳떳한 마음)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만약 백성이라면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

하여 항심도 없어진다. 진실로 항심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함

을 하지 않음이 없으니 죄에 빠짐에 이른 뒤에 쫓아서 그를 처벌한다면 이것은 백

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

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현명한 임금이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주어야 

한다.

25. [정 답] ②

[출제의도] 한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해 설] ㉡의 ‘則(즉)’은 ‘곧’ 또는 ‘~이면’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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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 답] ④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지문 풀이 참조

27. [정 답] ②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지문 풀이 참조

[28~30]

[한시풀이] (가) 흰 구름은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지만, / 푸른 산은 바뀔 때가 없

다. / 변하고 바뀌는 (흰 구름의) 모습은 귀하게 여길 바가 아니라 / 우뚝 선 (푸른 

산의) 모습, 이것이 기이한 것이다. 

(나) 가을 그늘은 막막하고 온 산은 조용한데, / 낙엽은 소리 없이 땅에 가득차 붉

도다. / 개울가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물으니, / 내 몸이 그림 속에 있

는 건지도 모르겠네.

28. [정 답] ⑤

[출제의도]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해 설] ㉤의 ‘溪橋(계교)’는 ‘개울가 다리’로 풀이된다.

29. [정 답] ③

[출제의도] 한시의 형식과 운자, 특징을 알고 있는가?

[해 설] (가)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나)의 제3구와 제4구는 대우(對偶)가 아니다.

30. [정 답] ③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해 설] 한시풀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