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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
[한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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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활용하기
연밥의 한자인 ‘蓮子’의 ‘蓮’은 ‘잇다’라는 의미의 ‘連’
과 음이 같다. 따라서 ‘連子’는 ‘자식을 잇다.’는 뜻으
로 ‘자식을 많이 낳다.’라는 ‘多産(다산)’을 의미한다. 
① 食(식) 먹다 ② 産(산) 낳다  ③ 情(정) 뜻 ④ 福
(복) 복 ⑤ 衆(중) 많다

2.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과 음 알기
水 + 皮 = 波(파) 물결,  言 + 秀 = 誘(유) 꾀다

3. [출제의도] 같은 뜻을 가진 한자 찾기
ㄱ. 難(난) 어렵다 - 歎(탄) 탄식하다 ㄴ. 去(거) 가
다 - 往(왕) 가다 ㄷ. 犬(견) 개 - 狗(구) 개 ㄹ. 
順(순) 따르다 - 逆(역) 거스르다

 
4.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 알기

그림에 제시된 것은 ‘家’의 갑골문으로, 家(가) 집, 10획
이다. ‘加’의 음은 ‘가’이며, ‘家’는 ‘族’과 결합하면 ‘家族
(가족)’이 된다. ‘原’은 ‘총 10획’이다. ①同(동) 한 가지 
②宮(궁) 집 ③部(부) 거느리다 ⑤佳(가) 아름답다

5.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하기
세로 열쇠는 ‘意氣揚揚(의기양양)’, 가로 열쇠는 ‘立身揚名
(입신양명)’으로 ㉠은 ‘揚(양) 드날리다’이다. ①志(지) 뜻 
②名(명) 이름 ④世(세) 세상 ⑤成(성) 이루다

6.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알기
머리에 난 뿔은 ‘頭角(두각)’으로, 뛰어난 학식이나 재
능 등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② 越等(월등) ③ 優劣(우
열) ④ 面目(면목) ⑤ 擧手(거수)

7.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알기
그림과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疏通(소통)’이다. ①
孤立(고립) ②淸潔(청결) ④哀惜(애석) ⑤儉素(검소)

8. [출제의도] 한자를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①推(추) 옮다, (퇴) 밀다　 ②集(집) 모이다 ③賣(매) 팔
다 ④固(고) 굳다 ⑤投(투) 던지다

9.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하기
이 글은 사대부의 ‘表裏不同(표리부동) : 겉과 속이 같
지 아니함.’을 말한다. ① 左衝右突(좌충우돌) : 이리저
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② 結草報恩(결초보은) : 죽어
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③ 安貧樂道(안빈낙도) :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김. ⑤ 溫故知
新(온고지신) :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앎.

10.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하기
聞一知十(문일지십):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앎. → 

聰明(총명)
自強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쉬지 않음. → 努力(노력)

11.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을 알고 적용하기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큰 시련(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벗어날 방도가 있음.
1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단문에 적용하기

①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②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③고요하면 항상 편안하고, 검소하면 항상 만족한다.
④사람을 의심하면 등용하지 말고, 사람을 등용하였으면 의심

하지 말라.

⑤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전의 그러함을 살펴야 한다.
13.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장 완성하기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로움을 받는다. 

① 惡 : 악하다     ② 變 : 변하다     ③ 窮 : 궁하다
④ 益 : 이롭다     ⑤ 賤 : 천하다

14.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 이해하기
 그 마음(속)은 비어 있고, 그 마디는 곧으며, 그 색은 
추운 계절을 보내도 고치지(변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군자가 그것을 숭상하여 그 지조를 (본받으려) 힘쓴다.

윗글이 설명하는 것은 ‘대나무’이다.
15.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을 알고 적용하기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
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본문 풀이 참조>
[16 ~ 17]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하나, 자기에게 있어
서는 용서할 수 없다.(용서하면 안 된다.)

16.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 알기
過誤(과오):병렬 ①日沒(일몰):주술 ②下船(하선):술보 
③夜深(야심):주술 ④恩惠(은혜):병렬 ⑤人造(인조):주술

17.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 이해하기
글의 내용은 ‘타인에게는 너그러워도 자신에게 관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다.

[18 ~ 19]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밥을 먹은 뒤에는 낮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
리에 들었을 때에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18. [출제의도] 단어의 독음 알기
㉠ 就寢의 독음은 ‘취침’이다.

19. [출제의도] 산문의 내용과 주제 이해하기
① 實踐(실천) ② 文化(문화) ③ 配慮(배려) ④ 計劃
(계획) ⑤ 健康(건강)

[20 ~ 22]
 옛날 황희 정승이, <중략>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부
려 밭을 가는 것을 보고는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라고 말하니,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밭 
갈기를 멈추고 와서 귓속말로 “이 소가 낫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황희)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무엇 때
문에 귀에 대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농부가 “비록 동
물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으면 
저것은 못한 것이니,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공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
다고 한다.

20. [출제의도] 허사의 쓰임 알기
 ㉠ 使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令(령)’이다.

21. [출제의도] 한자의 독음 알기
復(부): 다시, (복): 돌아오다 ㄱ. 復活(부활) ㄴ. 復古
(복고) ㄷ. 復興(부흥)  ㄹ. 復舊(복구)

22. [출제의도] 산문의 내용 알기
 <본문 풀이 참조>

[23 ~ 25]
 학산수는 온 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산에 
들어가 연습하여 매번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모래를 주워 신

발에 던져 넣어 신발에 가득 차야 돌아왔다. 일찍이 도적을 

만나 장차 그를 죽이려 하니, 바람에 의지하여 노래를 부르
니, 많은 도적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
다. 이것은 이른바 삶과 죽음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이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고 주체 찾기
㉠, ㉡, ㉢, ㉣의 주체는 ‘학산수’ ㉤의 주체는 도적이다.

24. [출제의도] 문장의 풀이 순서 알기
도적[盜]을 만나[遇] 장차[將] 그[之]를 죽이려[殺] 하니

25. [출제의도] 산문의 내용 이해하기
㉯는 ‘삶과 죽음을 초월함.’을 의미한다.

[26 ~ 27]
 인군(임금)의 지위는 높기로는 높고 귀하기로는 귀하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다. 한 번 그
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마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민(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써 그들
을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써 그들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얻으면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을 떠나게 한다. 떠
나고 나아가는 사이는 털끝만큼도 용납되지 않는다.

26. [출제의도] 한자의 뜻을 알고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服 : 복종하다   容 : 용납하다

27. [출제의도] 산문의 내용 알기
임금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8 ~ 30]
(가) 봄비가 가늘어 물방울지지 않더니, / 밤중에 작
은 소리가 들리네. / 눈이 다 녹아 남쪽 시냇물도 불
어났을 테니, /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나) 나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푸른 산에 사는가? 
/ 웃으며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절로 한가하네. / 복
숭아꽃 흐르는 물 아득히 떠가니, / 다른 천지가 있어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28. [출제의도] 시어 풀이하기
㉠ 細(세) : 가늘다   ㉡ 盡(진) : 녹다   ㉢ 笑(소) : 웃다
㉣ 流(류) : 흐르다   ㉤ 別(별) : 다르다

29. [출제의도] 한시의 형식과 내용 이해하기
운자는 ‘聲’, ‘生’이다. 
둘째 구와 셋째 구는 대우(對偶)를 이루지 않는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이 시에 ‘과장된 표현’과 ‘인생의 무상함’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