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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胡(호): 오랑캐 ② 洗(세): 씻다 ③ 乘(승): 타다 ④ 世(세): 인간 
⑤ 河(하): 강
                                                                      정답 ②

2.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蛇足(사족):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아니한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

는 뜻으로, 쓸데없는 군짓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
는 말.

獨步(독보): ‘홀로 걷다’는 뜻으로, 남이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 혼자 앞서감. 또는 
그런 사람.

정답 ①

3. 한자의 음, 부수, 총획과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眞(진): 참, 道(도)의 부수는 辶(착), 逮(체)의 총획은 12획, 
前進(전진): 앞으로 나아감.
ⓛ 就(취): 이루다, ‘尢’부, 총 12획 ② 望(망): 바라다, ‘月’부, 총 11획 
③ 進(진): 나아가다, ‘辶’부, 총 12획 ④ 陳(진): 늘어놓다, ‘阝’부, 총 11획 
⑤ 途(도): 길, ‘辶’부, 총 11획

정답 ③

4.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보 기>
ㄱ. 先(선): 먼저 - 後(후): 뒤             ㄴ. 年(년): 해 - 歲(세): 해
ㄷ. 意(의): 생각하다 - 思(사): 생각하다   ㄹ. 輕(경): 가볍다 - 重(중): 무겁다

                                 정답 ②

5.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本分(본분):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② 表明(표명):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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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名分(명분): 이름과 신분.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④ 名聲(명성):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
⑤ 職分(직분): 직무상의 본분.

정답 ③

6.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三人成虎(삼인성호) [세로 열쇠] 騎虎之勢(기호지세)
① 無(무): 없다 ② 騎(기): 말 타다 ③ 語(어): 말씀 ④ 虎(호): 범 ⑤ 聞(문): 듣다

정답 ④

７. 단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約束(약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

여 둠.
② 走行(주행):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달림.
③ 中止(중지):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둠.
④ 傍觀(방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⑤ 流行(유행):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

아서 널리 퍼짐.
정답 ①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昏定晨省(혼정신성):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

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② 面從腹背(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③ 切齒腐心(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④ 知過必改(지과필개): 잘못함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함.
⑤ 伯牙絶絃(백아절현):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정답 ④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 東問西答(동문서답):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②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③ 竹馬故友(죽마고우):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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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老馬之智(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
기가 있음.

⑤ 風樹之歎(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0.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外皮(외피): 겉으로 드러난 껍질.
② 解體(해체): 단체 따위가 흩어짐. 또는 그것을 흩어지게 함.
③ 表皮(표피): 동물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의 상피 조직.
④ 解除(해제):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⑤ 脫皮(탈피): 껍질이나 가죽을 벗김. 파충류, 곤충류 따위가 자라면서 허물이나 껍

질을 벗음.
정답 ⑤

11. 한자 문화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紙上談兵(지상담병): 종이 위에서 병법을 말한다는 뜻으로, 실제적인 쓰임

에서는 필요 없음을 비유한 말.
① 背水之陣(배수지진):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卓上空論(탁상공론):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
③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

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④ 勞而無功(노이무공):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음을 이르는 말.
⑤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정답 ②

12.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뜻이 있는 자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정답해설 : ① 鼓吹(고취): 북을 치고 피리를 붊.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움.
② 養成(양성):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냄.
③ 育成(육성): 길러 자라게 함.
④ 立志(입지): 뜻을 세움.
⑤ 建立(건립): 건물, 기념비, 동상, 탑 따위를 만들어 세움.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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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뜻에 맞는 성어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至誠感天(지성감천):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으로, 무엇

이든 정성껏 하면 하늘이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음.
① 甘(감): 달다 ② 敢(감): 감히 ③ 感(감): 감동하다 ④ 監(감): 보다 ⑤ 鑑(감): 거울

                                                   정답 ③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에 있고, 정치가 황폐하게 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에 있다.

정답해설 : ① ㉠: 興(흥): 일어나다 ㉡: 逆(역): 거스르다
② ㉠: 逆(역): 거스르다 ㉡: 興(흥): 일어나다
③ ㉠: 興(흥): 일어나다 ㉡: 順(순): 따르다
④ ㉠: 逆(역): 거스르다 ㉡: 逆(역): 거스르다
⑤ ㉠: 順(순): 따르다 ㉡: 順(순): 따르다

정답 ①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산속의 적을 깨뜨리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②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만한 것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
③ 그 방법을 얻으면 공이 이루어지고 그 방법을 잃으면 일이 폐하여진다.
④ 무릇 사람을 등용함은 오직 현명함과 재능(에 있을) 뿐이니 그 가문을 논할 것이 

없다.
⑤ 무릇 어떤 일이 어렵다 말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다.
정답 ⑤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칭찬하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남을 헐

뜯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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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① 願(원): 원하다 ② 急(급): 급하다 ③ 足(족): 만족하다 ④ 言(언): 말하
다 ⑤ 動(동): 움직이다

정답 ③

[18~19] 지문 풀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큰 병이다. 천하의 의
리가 끝이 없는데 어찌 자기를 옳다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18.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似(사): 같다 ② 舌(설): 혀 ③ 合(합): 합하다 ④ 捨(사): 버리다
⑤ 利(리): 이롭다

정답 ④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20~21] 한시 풀이

(가) 약초 캐다 문득 ㉠길 잃으니 / 온 산봉우리 가을 단풍 속이네. 
    산사 스님 물 길어 돌아가더니 / 숲 끝에 ㉡차 달이는 연기 피어오르네. 
(나) 멀리 한산의 비스듬한 ㉢돌길을 오르니, / 흰 구름이 이는 곳에 인가가 있네. 
    ㉣수레를 멈춘 건 늦가을 단풍 숲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니, / ㉤서리 맞은 잎

이 이월의 꽃보다 붉구나. 

20. 한시를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①

21.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의 둘째 구의 秋葉과 (나)의 셋째 구의 楓林晩은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이다.

                                                      정답 ⑤

[22~23] 지문 풀이

 천하에는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 ㉠만약 많은 사람을 모아 각각 그 
장점을 쓰면 ㉡곧 재능을 통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세상에 버려지는 사람
이 없고 ㉢사람은 재능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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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24~25] 지문 풀이

  자공이 물어 말했다. “㉠한 말씀으로써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
자가 말했다. “아마도 서[恕]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
풀지 말라는 것이다.” 

24.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一言(일언): [수식 관계]
① 日月(일월): 해와 달 [병렬 관계]
② 休務(휴무): 직무를 쉼 [술목 관계]
③ 父母(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병렬 관계]
④ 出沒(출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병렬 관계]
⑤ 靑山(청산): 푸른 산 [수식 관계]

                                              정답 ⑤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와 연결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非一非再(비일비재):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② 後生可畏(후생가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

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③ 欲速不達(욕속부달):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④ 推己及人(추기급인):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뜻으로, 자기의 처지에 비추

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림을 이르는 말.
⑤ 反求諸己(반구저기):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그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
게서 찾아 고쳐 나간다는 의미.

                                              정답 ④

[26~27] 지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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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대한은 열강의 사이에 처해 있으니 ㉠교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의지하
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예와 학술이라면 배울 만하나 세력을 빌려서는 안 된다. 
만약 의지함을 좋은 계책이라 여기고 세력을 빌려도 좋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26. 한문에 쓰인 어휘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交際(교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정답 ③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內政干涉(내정간섭):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그 주권을 속박・침해하는 일.
② 附和雷同(부화뇌동):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③ 骨肉相爭(골육상쟁):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④ 外勢依存(외세의존): 외국의 세력에 의지하여 존재함.
⑤ 門戶開放(문호개방):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다른 나라가 무역이나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답 ④

[28~30] 지문 풀이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 열두 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하여 
(적을) ㉡막아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모두 없애면 이
는 적이 다행으로 여길 것이어서 충청북도를 통하여 한강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싸울 배가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으
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28.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尙(상): 아직

 정답 ①

2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敬(경): 공경하다 ② 稱(칭): 일컫다 ③ 助(조): 돕다 
④ 叛(반): 배반하다 ⑤ 侮(모): 업신여기다

                                                             정답 ⑤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