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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步(보): 걸음 ② 蜜(밀): 꿀 ③ 吟(음): 읊다 
④ 詠(영): 읊다 ⑤ 歲(세): 해
                                                                      정답 ①

2.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보 기>
ㄱ. 朋(붕): 벗 - 友(우): 벗                ㄴ. 吉(길): 길하다 - 凶(흉): 흉하다
ㄷ. 扶(부): 돕다 - 助(조): 돕다            ㄹ. 明(명): 밝다 - 暗(암): 어둡다

                                 정답 ④

3. 한자의 음, 부수, 총획과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山(산): 산, 攻(공)의 부수는 攵(복)=攴(복), 黑(흑)의 총획은 12획, 
分散(분산): 나뉘어 흩어짐.
ⓛ 敏(민): 재빠르다 ② 産(산): 낳다 ③ 散(산): 흩어지다 
④ 算(산): 세다 ⑤ 敢(감): 감히

정답 ③

4.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端緖(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
② 經緯(경위): 직물의 날과 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③ 統合(통합):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④ 綱領(강령):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⑤ 始終(시종): 처음과 끝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답 ②

5.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風前燈火(풍전등화) [세로 열쇠] 前人未踏(전인미답) 
① 風(풍): 바람 ② 火(화): 불 ③ 達(달) 통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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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急(급): 급하다 ⑤ 前(전): 앞
정답 ⑤

6. 뜻에 맞는 학습용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根(근): 뿌리 ② 氣(기): 기운 ③ 消(소): 사라지다 
④ 素(소): 바탕 ⑤ 所(소): 바

정답 ④

7.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向背(향배): 어떤 일이 되어 가는 추세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支持(지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ㆍ정책ㆍ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

여 힘을 씀.
정답 ④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公平無私(공평무사):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② 朝變夕改(조변석개):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

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③ 忠言逆耳(충언역이):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림. 
④ 臨戰無退(임전무퇴):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음.
⑤ 外柔內剛(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셈.

정답 ①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異口同聲(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

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② 同苦同樂(동고동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③ 苦肉之策(고육지책):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

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④ 大同小異(대동소이):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⑤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정답 ⑤

10. 뜻에 맞는 단문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君子憂道不憂貧: 군자는 도를 근심하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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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貨(화): 재화 ② 貧(빈): 가난하다 ③ 賀(하): 축하하다 
④ 貿(무): 바꾸다 ⑤ 貴(귀): 귀하다

                                                   정답 ②

11.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單程票(단정표): 편도(차)표.
① 片道(편도): 가고 오는 길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그 길.
② 往復(왕복): 갔다가 돌아옴.
③ 換乘(환승):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탐.
④ 便乘(편승): 남이 타고 가는 차편을 얻어 탐.
⑤ 軌道(궤도): 수레가 지나간 바큇자국이 난 길.

정답 ①

12. 단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禮節(예절):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② 秩序(질서):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③ 權利(권리): 권세와 이익.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

는 힘이나 자격.
④ 責任(책임):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⑤ 義務(의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정답 ③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속담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계책이 나오지 않음이 없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악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화를 얻는다.

정답해설 : ① 辱(욕): 욕되다 ② 善(선): 착하다 ③ 憎(증): 미워하다
④ 欺(기): 속이다 ⑤ 慾(욕): 욕심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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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가?

 安而不忘危 (㉠存而不忘亡) 治而不忘亂: 편안해도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보
존되어도 망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져도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않는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에서 (구십 리까지 온 것을) 반으로 여긴다[반 왔다
고 여긴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말이 정교해도 실행함이 없으면 말이 없는 것만 못하다.
② 남의 허물을 듣더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마라.
③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칭찬하고,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남을 헐뜯는다. 
④ 허물이 있으면 뉘우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뉘우쳤으면 가슴 속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⑤ 욕심을 이루고 사람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일을 실패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낫다.

정답 ④

[18~20] 지문 풀이

 옛날에 황희 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에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쉬다가 농부
가 두 마리 소에 멍에를 메우고 밭갈이하는 것을 ㉡보고 물어 말하였다.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낫소?”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밭갈이를 멈추고 ㉢와서 ㉮귀
에 대고 속삭였다. “이쪽 소가 낫습니다.” 공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말했다. “무
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하시오?” 농부가 말했다. “비록 가축이지만 그 마음은 사
람과 같습니다. 이쪽이 (㉯ 나으면) 저쪽이 못한 것이 되니, 만약 소가 그것을 듣
는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공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1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 ㉡, ㉣의 행위의 주체는 ‘황희 정승’이고, ㉢은 ‘농부’이다.

정답 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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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⓷

2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 )안에 들어갈 한자를 찾을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⓵ 劣(렬): 못하다 ⓶ 負(부): 지다 ⓷ 耕(경): 밭갈다 
⓸ 勝(승): 이기다, 낫다 ⓹ 短(단): 짧다

                                           정답 ⓸

[21~22] 지문 풀이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며 의(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면 사는 것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겠다.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
만, 원하는 바가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삶을) 구차히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에 피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21. 허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⓵ 후세에 이름을 드날리다.
⓶ 부유함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부유한 것이 없다.
⓷ 한 아름의 나무도 털 끝(작은 싹)에서 자라난다.
⓸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⓹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정답 ⓶
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⓷

[23~24] 지문 풀이

 사람 중에 야생 거위를 기르는 자가 있어서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거
위가 곧 몸이 무거워져 날 수 없었다. 후에 갑자기 먹지 않으니 사람이 (거위가) 
병이 났다고 여겨 거위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자 몸이 가벼워지니 하늘로 올라갔다. 노인이 그것을 듣고서 말했다. “지혜롭구나! 
스스로 지키기를 잘하는구나.”

23. 한문을 순서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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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⓹

24. 한문에 쓰인 한자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收益(수익): 이익[益]을 거두어들임[收]. 본문의 ‘益’은 ‘더욱’의 의미로 쓰임.

                                              정답 ③

[25~26] 한시 풀이

(가) 만 그루의 강변에 살구나무 / 하룻밤 바람에 새로 ㉠피었네.
    동산 ㉡가득 울긋불긋한 색이 / 푸른 물결 속에 비치고 있네.
(나) 집에 보낼 편지를 씀에 괴로움 ㉢말하려다가
    흰머리의 어버이로 하여금 몹시 근심하게 할까 걱정되어
    그늘진 산 ㉣쌓인 눈의 깊이가 천 길인데
    도리어 올겨울은 봄날처럼 따뜻하다 ㉤알렸네.

25.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⓹

26.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의 계절적 배경은 ‘봄’, (나)는 ‘겨울’이다.

정답 ⓹

[27~28] 지문 풀이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다름이 
없거늘 성인은 무슨 까닭으로 홀로 성인이 되며 나는 곧 무슨 까닭으로 홀로 ㉡중
인이 되는가? 진실로 뜻이 서지 못하고 앎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이 독실하지 못
함으로 말미암을 뿐이다. 뜻이 서고 앎이 분명해지고 행실이 독실해지는 것이 모
두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는가?

27.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古今(고금): 예전과 지금 [병렬 관계]
⓵ 東海(동해): 동쪽에 있는 바다 [수식 관계]
⓶ 視聽(시청): 보고 들음. [병렬 관계]
⓷ 登山(등산): 산에 오르다. [술보 관계]
⓸ 建國(건국): 나라를 세우다. [술목 관계]



 

7

⓹ 黃金(황금): 누런빛의 금 [수식 관계]
 정답 ⓶

2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⓶

[29~30] 지문 풀이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칼이 배 안에서부터 강물
에 떨어졌다. 재빨리 그 배에 새기고 말했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배
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배는 이미 지나갔으나 
칼은 가지 않았으니, 칼 찾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또한 미혹되지[어리석지] 않겠는
가? 이런 옛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림이 이와 같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는데 법은 
바꾸지 않았으니 이로써 다스림을 삼는다면 어찌 어렵지 않으리오?

29. 같은 뜻을 지닌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⓵ 渡(도): 건너다 ⓶ 添(첨): 더하다 ⓷ 汚(오): 더럽다
⓸ 漁(어): 고기를 잡다 ⓹ 活(활): 살다

                                                             정답 ①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