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Ⅰ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② 03. ①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③ 09. ① 10. ③
11. ②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① 20. ⑤
21. ③ 22. ④ 23. ① 24. ⑤ 25. ② 26. ① 27. ④ 28. ② 29. ⑤ 30. ③

1.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洋屋(양옥): 서양식으로 지은 집.
② 韓屋(한옥):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
③ 書屋(서옥): 글방.
④ 古屋(고옥): 지은 지 오래된 집.
⑤ 家屋(가옥): 사람이 사는 집.
정답 ③
2.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善戰(선전): 있는 힘을 다하여 잘 싸움.
苦戰(고전): 전쟁이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몹시 힘들고 어렵게 싸움.
정답 ②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보 기>

ㄱ. 內(내): 안 - 外(외): 바깥

ㄴ. 事(사): 일 - 業(업): 일

ㄷ. 公(공): 공변되다 - 私(사): 사사롭다 ㄹ. 興(흥): 일어나다 - 起(기): 일어나다
정답 ①
4.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本名(본명): 가명이나 별명이 아닌 본디 이름.
② 有名(유명):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음.
③ 美名(미명):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
④ 美化(미화): 아름답게 꾸밈.
⑤ 美學(미학):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
정답 ③
5. 한자의 음, 총획, 부수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式(식): 법, 借(차)의 총획은 10획, 恩(은)의 부수는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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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息(휴식):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
ⓛ 恨(한): 한하다, 心부, 총 9획

② 倫(륜): 인륜, 人부, 총 10획

③ 急(급): 급하다, 心부, 총 9획

④ 食(식): 먹다, 食부, 총 9획

⑤ 息(식): 쉬다, 心부, 총 10획
정답 ⑤
6.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單行道(단행도):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한 길.
通行(통행): 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
① 對面(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
② 兩方(양방): 이쪽과 저쪽 또는 이편과 저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③ 左側(좌측):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서쪽과 같은 쪽.
④ 一方(일방): 어느 한쪽. 또는 어느 한편.
⑤ 右側(우측):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동쪽과 같은 쪽.
정답 ④
7. 뜻에 맞는 학습용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各(각): 각각 ② 異(이): 다르다 ③ 多(다): 많다 ④ 新(신): 새롭다
⑤ 文(문): 글월
정답 ②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鷄鳴狗盜(계명구도): 닭의 울음소리를 내고 개처럼 도둑질을 한다. 비
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
를 가진 사람
② 轉禍爲福(전화위복):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되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
려 복이 됨.
③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
④ 後生可畏(후생가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움.
⑤ 泥田鬪狗(이전투구): 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
툼.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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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走馬看山(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을 본다. 자세히 살피지 아
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
② 老馬之智(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
③ 牛耳讀經(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
함.
④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⑤ 九牛一毛(구우일모):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하나의 털.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
정답 ①
10.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와 연결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下石上臺(하석상대): 아랫돌로 윗대를 받친다.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
② 咸興差使(함흥차사): 함흥으로 보낸 사신.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아니하거나 늦게 온
사람
③ 坐井觀天(좌정관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음.
④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
지 않음. 또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일을 함.
⑤ 一口二言(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
랬다 함.
정답 ③
11.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莫逆之友(막역지우) [세로 열쇠] 忠言逆耳(충언역이)
① 莫(막): 없다 ② 逆(역): 거스르다 ③ 親(친): 친하다 ④ 直(직): 곧다 ⑤ 友(우): 벗
정답 ②
12. 뜻에 맞는 성어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初志一貫(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① 官(관): 벼슬 ② 貪(탐): 탐하다 ③ 賞(상): 상주다 ④ 貫(관): 꿰다 ⑤ 管(관): 피리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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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이 한 번에 그것을 잘하거든 자기는 그것을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에 그것을
잘하거든 자기는 그것을 천 번 한다.
정답해설 : ① 平等(평등):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② 自由(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상태.
③ 努力(노력):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④ 讓步(양보):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⑤ 人和(인화):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함.
정답 ③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의 근심은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알지만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근원이 깨끗하면 흘러나온 물도 (㉠맑다).
◦윗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맑기는) 어렵다.
정답해설 : ① 淸(청): 맑다 ② 波(파): 물결 ③ 注(주): 물 대다 ④ 泣(읍): 울다
⑤ 決(결): 터지다
정답 ①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의로운 것이 아니면 끝내 취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
남에게 작은 선(善)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서 잊지 말고 도리어 마음에 사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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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① 出告反面(출곡반면): (집을) 나갈 때는 (부모님께 갈 곳을) 아뢰고, 돌아
와서는 얼굴을 보여 드린다. 외출할 때와 귀가했
을 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② 見賢思齊(견현사제): 현명한 사람을 보면 같아질 것을 생각하다. 현명한 사람을 보
고는 자기도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함.
③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④ 有口無言(유구무언):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
⑤ 不忍之心(불인지심):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남의 불행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정답 ②
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단지 법만으로는 저절로 시행되도록 할 수 없고 말로 가르치는 것은 몸으로 가르
치는 것만 못하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19~20] 지문 풀이
장차 남에게 청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받아들임이 있어야 하고, ㉠남이 자
기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하고, 남이 자기를 따르기
를 바란다면 반드시 먼저 남을 따라야 한다.
19. 한문을 순서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2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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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한시 풀이
(가) ㉠어젯밤 한차례 가랑비 내렸으니,
하늘의 뜻은 만물을 깨우는 것이라.
어느 것이 ㉡가장 먼저 (하늘의 뜻을) 알까?
빈 ㉢뜨락에 풀들이 다투어 나네.
(나) 오래된 절 문 앞에서 또 봄을 ㉣보내는데,
남아 있는 꽃이 비를 ㉤따라 옷에 자주 떨어지네.
돌아오는데 소매 가득 맑은 향기 남아 있어,
셀 수 없는 산벌이 멀리까지 사람을 따라오네.
21.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③
22.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④
[23~24] 지문 풀이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먹음에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하기를 구
하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며 말에는 삼가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옳고 그
름을 묻거나 따져서)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23.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好學(호학): 학문을 좋아하다. [술목 관계]
① 作曲(작곡): 곡을 창작하다. [술목 관계]
② 夜深(야심): 밤이 깊다. [주술 관계]
③ 日出(일출): 해가 뜨다. [주술 관계]
④ 運動(운동): 움직이다. [병렬 관계]
⑤ 夫婦(부부): 남편과 아내 [병렬 관계]
정답 ①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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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단문과 연결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去語固美, 來語方好.(거어고미, 내어방호.): 가는 말이 진실로 아름다우
면 오는 말도 바야흐로 좋다.
② 柔能勝剛, 弱能勝強.(유능승강, 약능승강.):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길 수 있고, 약
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
③ 千金買宅, 八百買鄰.(천금매택, 팔백매린.): 천금으로 집을 살 때에 팔백(금)으로
이웃을 산다.
④ 贈人以言, 重於金石珠玉.(증인이언, 중어금석주옥.): 남에게 (좋은) 말을 해 주는
것이 금덩이나 옥구슬보다 소중하다.
⑤ 寧測十丈水深, 難測一丈人心.(영측십장수심, 난측일장인심): 차라리 열 길 물의 깊
이는 잴지언정, 한 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정답 ②
[26~27] 지문 풀이
광[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풀 속의 돌을 보고 호랑이라고 여겨 그것을 쏘았다.
㉠돌을 맞혀 화살이 박혔는데 그것을 보니 돌이었다. ㉡다른 날에 그것을 쏘았으
나 끝내 (돌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集中力(집중력):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
② 持久力(지구력):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③ 包容力(포용력):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힘
④ 競爭心(경쟁심):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마음
⑤ 協同心(협동심):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려는 마음
정답 ①
27. 단어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他日(타일): 다른 날
정답 ④
[28~30] 지문 풀이
여러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어 말했다. “병법에 산과 언덕을 오른쪽과 등 뒤에 두
고 물과 연못을 앞과 왼쪽에 두라 하였는데 지금 장군께서 신들로 하여금 도리어
물을 등지고 진을 쳐서 승리하게 함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한신이 말했다. “이
는 병법에 있거늘 ㉠다만 제군들이 살피지 못하였을 뿐이다. 병법에 ‘사지(死地)에
빠뜨린 뒤에 ㉡살고 망할 땅에 둔 뒤에 보존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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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2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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