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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干(간): 방패 ② 半(반): 반 ③ 牛(우): 소 ④ 于(우): 어조사 
⑤ 午(오): 낮
                                                                      정답 ③

２.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보 기>
ㄱ. 勝(승): 이기다 - 負(부): 지다         ㄴ. 休(휴): 쉬다 - 息(식): 쉬다
ㄷ. 巨(거): 크다 - 大(대): 크다           ㄹ. 賞(상): 상주다 - 罰(벌): 벌주다

                                 정답 ②

3.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薄氷(박빙): ‘얇게 살짝 언 얼음. 살얼음’이라는 뜻으로, 근소한 차이를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最高(최고): ‘가장 높음’이라는 뜻으로, 으뜸인 것 또는 으뜸이 될 만한 것.

                                 정답 ④

４. 한자의 음, 부수, 총획과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造(조): 만들다, 明(명)의 부수는 日(일), 先(선)의 총획은 6획, 
早期(조기): 이른 시기.
ⓛ 兆(조): 조짐, ‘儿’부, 총 6획     ② 初(초): 처음, ‘刀’부, 총 7획 
③ 早(조): 이르다, ‘日’부, 총 6획   ④ 助(조): 돕다, ‘力’부, 총 7획 
⑤ 肖(초): 닮다, ‘肉’부, 총 7획

정답 ③
                
5.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 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上席(상석): 윗사람이 앉는 자리. 일터나 모임 따위에서의 윗자리. 
② 席次(석차): 자리의 차례. 성적의 차례.
③ 末席(말석): 좌석의 차례에서 맨 끝자리. 사회적 지위나 직장의 직위 따위에서 제

일 낮은 자리.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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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席卷(석권): 돗자리를 만다는 뜻으로, 빠른 기세로 영토를 휩쓸거나 세력 범위를 
넓힘을 이르는 말.

⑤ 坐席(좌석):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정답 ④

6.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甘言利說(감언이설) [세로 열쇠] 言中有骨(언중유골)
① 他(타): 다르다 ② 言(언): 말씀 ③ 志(지): 뜻 ④ 中(중): 가운데 ⑤ 意(의): 뜻

정답 ②

7. 한자 문화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하고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同(동): 같다 ② 合(합): 합하다 ③ 便(편): 편하다 ④ 換(환): 바꾸다
⑤ 還(환): 돌아오다
                                                                      정답 ④

8.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와 연결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手不釋卷(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② 朝三暮四(조삼모사):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③ 刻骨銘心(각골명심): 어떤 일을 뼈에 새길 정도로 마음속 깊이 새겨 두고 잊지 아

니함.
④ 敎學相長(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함.
⑤ 龍頭蛇尾(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

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
정답 ①

9. 뜻에 맞는 성어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百折不屈(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음.
① 祈(기): 빌다 ② 絶(절): 끊다 ③ 切(절): 끊다 ④ 所(소): 바 ⑤ 折(절): 꺾다

                                                   정답 ⑤

10.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密(밀): 빽빽하다 ② 宇(우): 집 ③ 守(수): 지키다 ④ 完(완): 완전하다
⑤ 窓(창): 창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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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르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정답해설 : ① 見物生心(견물생심):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
심이 생김.

②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

③ 金蘭之交(금란지교):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
④ 見利思義(견리사의):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
⑤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정답 ③

12.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어휘를 찾을 수 있는가?

  잘못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 것이 어렵고, 선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 

정답해설 : ① 知性(지성):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

② 實踐(실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③ 非難(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④ 改定(개정):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⑤ 僞善(위선):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정답 ②

13.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 破竹之勢(파죽지세): 대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

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
② 老馬之智(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로움.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
③ 走馬看山(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④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⑤ 竹馬故友(죽마고우):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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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마라.
◦훌륭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듣기를 좋아하고 용렬한 사람은 남의 단점을 듣

기를 좋아한다.
정답해설 : ① 失(실): 잃다 ② 誤(오): 그르치다 ③ 惡(악): 악하다 ④ 弱(약): 약하다 
⑤ 長(장): 장점

정답 ⑤

15.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16.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찾을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主(주): 주인 ② 周(주): 두루 ③ 舟(주): 배 ④ 柱(주): 기둥 
⑤ 珠(주): 구슬

정답 ④

17.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문장을 찾을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② 끝을 삼가길 처음과 같게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③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
④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마라.
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

라도 반드시 살펴보라.
정답 ⑤

[18~19] 지문 풀이
 사람은 도리가 있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
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18.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禽獸(금수): 날짐승과 길짐승 [병렬 관계]
① 河海(하해): 강과 바다 [병렬 관계]
② 天賦(천부): 하늘이 줌. [주술 관계]
③ 黃土(황토): 누런 흙 [수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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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讀書(독서): 책을 읽음. [술목 관계]
⑤ 登校(등교): 학교에 감. [술보 관계]

정답 ①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20.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활이 없으면 무엇으로 화살을 쏘고 화살이 없으면 무엇으로 과녁을 적중시키겠는
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21~22] 지문 풀이
 설날에 흰떡을 쳐서 만들어 썰어서 탕(떡국)을 만드는데, 추위와 더위에 상하지도 
않고 오래갈 수 있으니 그 ㉠정결함을 취하였다. 풍속에 이르길 이 떡을 먹지 않
으면 나이를 얻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억지로 이름 지어 ‘첨세병’이라 하였다.

21. 한문에 쓰인 어휘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淨潔(정결):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정답 ③

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① 元日(원일):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정월 초하룻날이다.
② 七夕(칠석): 음력으로 칠월 초이렛날의 밤. 이때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

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③ 淸明(청명): 이십사절기의 하나. 춘분과 곡우의 사이에 들며, 4월 5일 무렵이다.
④ 秋夕(추석):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팔월 보름날이다.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
여 차례를 지낸다.

⑤ 夏至(하지): 이십사절기의 하나.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21일경으로,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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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지문 풀이

 나무를 베는 데 그 뿌리부터 하지(베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싹이) 자라고, 물을 
㉠막는 데 그 원천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흘러나오고, 재앙을 없애는 
데 그 기초로부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어지러워진다.

23.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塞(색) 막다, (새) 변방. 復(부) 다시, (복) 돌아가다

                            정답 ④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25~26] 지문 풀이

 왕상은 성품이 효성스러웠다. …(중략)… 어머니가 일찍이 날생선을 원하였는데 
당시에 날씨가 추워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왕상이 옷을 ㉠벗고 장차 얼음을 깨고서 
이를 찾으려 하였더니 얼음이 문득 스스로 풀어지고 한 쌍의 잉어가 뛰어나와 이
를 가지고서 돌아갔다.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가 통하는 한자를 찾을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防(방): 막다 ② 服(복): 입다 ③ 結(결): 맺다 ④ 脫(탈): 벗다 
⑤ 着(착): 입다

                                              정답 ④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欲速不達(욕속부달):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② 緣木求魚(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坐井觀天(좌정관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 
④ 事必歸正(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⑤ 至誠感天(지성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
과를 맺는다는 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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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지문 풀이

 이공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가 도중에 말이 ㉡지쳤는데, 사람 없는 들에 
곡식이 쌓여 있자, 종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말에게 ㉢먹였다. 공수가 그 당시의 값
으로 ㉣곡식이 쌓여 있는 곳에 베를 남겨 두었다. 종자가 말했다. “남들이 반드시 
가져갈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공수가 말했다. “나도 진실로 그것을 안
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27. 한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2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29~30] 한시 풀이

(가) 어제 도성 저자에 들어갔다가 / 돌아오는데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네.
    온몸에 비단을 두른 사람이 / 누에 ㉡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네.
(나) 비 갠 긴 둑에 풀빛이 우거졌는데 
    임을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다할까? /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29. 한시에 쓰인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⑤

30. 한시의 내용과 특징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에는 색채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