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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①  08. ②  09. ⑤  10. ②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④  18. ③  19. ⑤  20. ②
 21. ③  22. ⑤  23. ①  24. ③  25. ①  26. ②  27. ⑤  28. ④  29. ①  30. ④

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明(명): 밝다 ② 看(간): 보다 ③ 晩(만): 늦다 ④ 歲(세): 해 
⑤ 眉(미): 눈썹
                                                                      정답 ②

2.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拔群(발군): 여러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어남.
席卷(석권): 돗자리를 만다는 뜻으로, 빠른 기세로 영토를 휩쓸거나 세력 범위를 넓힘

을 이르는 말.
정답 ④

3. 한자의 음, 부수, 총획과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安(안): 편안하다, 順(순)의 부수는 頁(혈), 歸(귀)의 총획은 18획, 
無顔(무안):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음.
ⓛ 顔(안): 얼굴 ② 貿(무): 바꾸다 ③ 眼(안): 눈 ④ 願(원): 원하다 
⑤ 關(관): 관계하다

정답 ①

4.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보 기>
ㄱ. 進(진): 나아가다 - 退(퇴): 물러나다   ㄴ. 古(고): 옛 - 今(금): 지금
ㄷ. 生(생): 살다 - 活(활): 살다           ㄹ. 絶(절): 끊다 - 斷(단): 끊다

                                 정답 ⑤
                
5.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龜鑑(귀감):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② 獨步(독보): 남이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 혼자 앞서감. 또는 그런 사람.
③ 落點(낙점):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
④ 助長(조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⑤ 墨守(묵수): 제 의견이나 생각, 또는 옛날 습관 따위를 굳게 지킴을 이르는 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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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뜻에 맞는 성어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先公後私(선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
① 思(사): 생각하다 ② 使(사): 사신 ③ 史(사): 역사 ④ 私(사): 사사롭다 
⑤ 社(사): 모이다 

                                                   정답 ④

7.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應急室(응급실): 병원 같은 데서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방. 
① 應(응): 응하다 ② 危(위): 위태하다 ③ 早(조): 이르다 ④ 時(시): 때 
⑤ 特(특): 특별하다 

정답 ①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뜻으로, 자랑삼아

서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② 小貪大失(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③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④ 隔世之感(격세지감):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⑤ 切齒腐心(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정답 ②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 一筆揮之(일필휘지):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씀.
② 一長一短(일장일단): 일면의 장점과 다른 일면의 단점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③ 一口二言(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④ 一刀兩斷(일도양단): 칼로 무엇을 대번에 쳐서 두 도막을 냄. 어떤 일을 머뭇거리

지 아니하고 선뜻 결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一擧兩得(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정답 ⑤

10.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同苦同樂(동고동락) [세로 열쇠] 苦盡甘來(고진감래)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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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行星(행성): 중심별의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중심

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 
② 流星(유성):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체.
③ 恒星(항성):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
④ 衛星(위성):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
⑤ 木星(목성): 태양에서 다섯 번째로 가까운 행성.

정답 ③

12.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새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② 행동할 때는 반드시 세 번 살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재차 생각하라.
③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④ 한마디 말의 이익은 천금보다 중요하다. 
⑤ 오랫동안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데 이를 것이다. 

정답 ⑤

13. 단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巡訪(순방): 나라나 도시 따위를 차례로 돌아가며 방문함.
② 波及(파급):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
③ 豫防(예방):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④ 着用(착용): 의복, 모자, 신발, 액세서리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거나 함.
⑤ 禮訪(예방): 예를 갖추는 의미로 인사차 방문함.

정답 ③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사랑하더라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더라도 그 선한 점을 알아야 한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15~16] 지문 풀이

  동춘당 송 선생이 책을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그 사람이 혹 그것을 돌려주는데 
㉠종이에 보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 읽지 않은 것을 꾸짖고 다시 그것
을 ㉡주었으니 그 사람이 그것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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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16. 한문에 쓰인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貸與(대여):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

어 줌. 
② 寄與(기여): 물건을 부쳐 줌.
③ 參與(참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④ 授與(수여):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
⑤ 贈與(증여):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

정답 ③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

  상이 그 공로에 마땅하면 공이 없는 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벌이 그 죄에 마땅
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정답해설 : ① 勞而無功(노이무공):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음을 이르는 말.
②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

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轉禍爲福(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④ 信賞必罰(신상필벌):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
는 일을 이르는 말.

⑤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정답 ④

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차라리 열 길 물의 깊이는 잴 수 있지만 한 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

다).
◦무릇 어떤 일이 (㉡어렵다) 말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

이 아니다. 
정답해설 : ① 觀(관): 보다 ② 實(실): 열매 ③ 難(난): 어렵다 ④ 計(계): 세다
⑤ 推(추): 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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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한시 풀이

(가) 가을 풀 뒤덮인 이전 ㉠왕조의 절터 / 깨어진 비석은 학사의 글이네. 
    천년 (세월) 물은 흐르고 있는데 / 지는 ㉡해 (아래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네. 
(나) 지난해 오늘 이 집 문 안에서 / 사람 얼굴과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비췄었지. 
    사람 얼굴은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 복사꽃만 ㉤전처럼 춘풍에 웃

고 있네. 

19. 한시를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⑤

2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는 자연에 은거하려는 시적 화자의 감정과는 무관하다.

                                           정답 ②

[21~22] 지문 풀이

  대개 천하의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에 이르고 미세한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른다. 그러므로 ㉠미세한 것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끝내 막대한 잘못이 
있게 된다. (㉡반드시 미연에 작은 것을 막고 그 미세한 일에서 큰일을 도모한다) 
그러한 후에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끝이 없는 변고를 제어할 수 있다.

21. 한문에 쓰인 어휘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길하다. 
② 만족함을 알고 항상 만족하면 평생토록 욕되지 않는다. 
③ 그릇이 작은 것은 크게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아져 다만 상심하고 슬퍼할 뿐

이다. 
⑤ 반드시 미연에 작은 것을 막고 그 미세한 일에서 큰일을 도모한다. 

                             정답 ⑤

[23~25] 지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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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데는 군대가 ㉠가장 중요하니 근심이 없는 
세상이라도 (군대는) 더욱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다스려진 
때에도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고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를 잊지 않아 ㉢한가
한 날에 잘 다스려서 위급할 때에 왕성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유비무환)
이라는 것이다.

23.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24.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閑暇(한가) [병렬 관계]
① 有閑(유한): 한가함을 가지고 있음. [술목 관계]  
② 人造(인조): 사람이 만듦. [주술 관계]
③ 巨大(거대): 엄청나게 큼. [병렬 관계]
④ 遵法(준법): 법령을 좇음. [술목 관계]  
⑤ 卒業(졸업): 학업을 마침. [술목 관계]

                                              정답 ③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26~27] 지문 풀이

  자장이 녹봉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니 공자가 말했다. “많이 듣고서 의심나
는 것을 빼 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작아지며, 많이 보고서 
위태로운 것을 빼 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
다. 말에 허물이 작으며 행실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녹봉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26.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信(신): 믿다 ② 過(과): 허물 ③ 慾(욕): 욕심 ④ 黙(묵): 잠잠하다
⑤ 誠(성): 정성

정답 ②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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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지문 풀이

  사람 (중에) 도끼를 잃어버린 자가 있었는데 그 이웃집 아들을 ㉠의심했다. 그 
걸음걸이를 보니 도끼를 ㉡훔친 듯했고 안색이 도끼를 훔친 듯했으며, 말하는 것
이 도끼를 훔친 듯하여 동작과 태도가 ㉢하는 것마다 도끼를 훔치지 않음이 없었
다. 그 골짜기를 살펴보다가 도끼를 찾았다. 다른 날 ㉣다시 그 이웃집 아들을 보
니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이웃집 아들이 ㉤변한 것
이 아니요. 자기가 곧 변한 것이다.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허물 
된 바가 있는 것이다. 

28.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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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