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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文字(문자):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또는 문장
② 神仙(신선): 도(道)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산다는 상상

의 사람
③ 草蟲(초충): 풀과 풀벌레를 그린 그림
④ 風俗(풍속):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⑤ 人物(인물): 사람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
                                                                      정답 ③

2. 한자의 음, 총획, 부수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冬(동): 겨울, 共(공)의 총획은 6획, 吐(토)의 부수는 口 
同門(동문): 같은 학교에서 수학하였거나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
ⓛ 吉(길): 길하다 ② 同(동): 같다 ③ 全(전): 온전하다 ④ 均(균): 고르다 ⑤ 東(동): 
동쪽

정답 ②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古(고): 옛 - 今(금): 지금     ㄴ. 終(종): 끝나다 - 末(말): 끝

ㄷ. 曲(곡): 굽다 - 直(직): 곧다    ㄹ. 世(세): 시대 - 代(대): 시대
                                 정답 ①

4.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屈伏(굴복): 힘이 모자라서 복종함.
② 尖兵(첨병): 행군의 맨 앞에서 경계・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
③ 新兵(신병): 새로 입대한 병사
④ 伏兵(복병):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김.
⑤ 伏線(복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남모르게 미리 꾸며 놓은 일.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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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退(퇴): 물러나다 ② 進(진): 나아가다 ③ 行(행): 가다
④ 入(입): 들어가다 ⑤ 開(개): 열다

정답 ①

6.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百發百中(백발백중) [세로 열쇠] 發憤忘食(발분망식) 
① 百(백): 일백 ② 發(발): 쏘다 ③ 食(식): 먹다 ④ 忘(망): 잊다 ⑤ 射(사): 쏘다

정답 ②

7.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坐視(좌시):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함.
所見(소견):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정답 ②

8. 뜻에 맞는 학습용어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錄音(녹음): 테이프나 판 또는 영화 필름 따위에 소리를 기록함. 
② 分光(분광): 빛이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의 띠로 나누어지는 일
③ 加濕(가습): 공기가 건조할 때 습기를 보충하는 일
④ 計算(계산): 주어진 수나 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수치를 구하는 일  
⑤ 水準(수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정답 ⑤

9.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見金如石(견금여석):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뜻으로 욕심의 절제를 

이르는 말
② 先見之明(선견지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③ 見賢思齊(견현사제): 현명한 사람을 보면 같아질 것을 생각하다. 현명한 사람을 보

고는 자기도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함.
④ 見物生心(견물생심):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⑤ 金石之交(금석지교):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사귐.

정답 ①

10. 단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小心(소심):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음.
② 放心(방심):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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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初心(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
④ 決心(결심):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⑤ 關心(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정답 ②

11. 뜻에 맞는 성어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克己復禮(극기복례):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예를 회복함.
① 從(종): 따르다 ② 役(역): 부리다 ③ 復(복): 회복하다 ④ 循(순): 돌다 ⑤ 德(덕): 
덕

                                                   정답 ③

12. 뜻에 맞는 단문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불면 (㉠날아갈까) 걱정이요, 쥐면 꺼질까 걱정이다.

정답해설 : 愛之重之(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① 泳(영): 헤엄치다 ② 走(주): 달리다 ③ 去(거): 가다 ④ 步(보): 걸음 ⑤ 飛(비): 날
다

정답 ⑤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

음지가 바뀌어 양지로 변한다.

정답해설 : ① 右往左往(우왕좌왕):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

② 轉禍爲福(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③ 朝變夕改(조변석개):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

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④ 臨機應變(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⑤ 聞一知十(문일지십):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

함.
정답 ②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세상에 얻기 (㉡어려운) 것은 형제요, 구하기 쉬운 것은 논밭이다.



 

4

정답해설 : ① 良(량): 좋다 ② 安(안): 편안하다 ③ 惡(악): 악하다 ④ 難(난): 어렵다 
⑤ 守(수): 지키다

정답 ④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천금으로 집을 살 때에 팔백(금)으로 이웃을 산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16.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와 연결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手不釋卷(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② 大器晩成(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③ 緣木求魚(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④ 三人成虎(삼인성호):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

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⑤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

정답 ③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수를 만난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1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단문을 찾을 수 있는가?

 사우(관료 또는 지식이 높은 신분으로서의 벗) 사이에 무릇 허물이 있거든 분명히 
설명하고 드러내 말한다.

정답해설 : ① 행동할 때는 반드시 세 번 살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재차 생각하
라.

②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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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벗이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착한 곳으로 이끌어라.
④ 이익으로써 사귄 사람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⑤ 남의 악행을 드러내길 좋아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이 반드시 온다.

정답 ③

[19~20] 지문 풀이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충분히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며, 아래로는 충분히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사망에서 면하게 하니, 그러한 뒤에 (백성을) 몰아서 선(善)으로 
가게 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따르기가 쉽다. 

19. 한문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2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⑤

[21~22] 지문 풀이

 ㉮이징이 어릴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익히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가 있는 
곳을 몰라서 사흘이 되어서야 비로소 찾아냈다. 부친이 노하여 그를 때렸는데 울
면서도 ㉠눈물을 끌어서 새를 그리니, 이는 그림에서 영욕을 잊은 사람이라고 이
를 만하다. 

21. 한문을 순서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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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23~24] 지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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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하는 사이와 ㉠잠깐의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는다. 그러한 뒤에야
(잊지 않은 뒤에야) 곧 (㉡효도)한다고 이름할 수 있다. 저 몸가짐을 삼가지 않으며 
말을 함에 법도가 없어 장난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 부모를 잊어버
린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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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①

[25~26] 한시 풀이

(가) 십 년 전 ㉠일찍이 한 번 이별하고, / 멀리 가는 길, 여기에서 서로 만났네.
    (그대의) 말머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 석양은 수많은 봉우리를 비추네. 
(나)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그대를 생각하게 되니,
    어떠한 일로 늘 서로 헤어져야 하는지 그대에게 묻습니다.
    신령스러운 까치가 기쁨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몇 번이나 ㉤헛되이 놀라 저녁까지 이르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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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

26.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⑤

[27~28] 지문 풀이

 왕이 또 물었다. “어떤 꽃이 가장 좋은가?” 어떤 이는 ㉠복숭아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모란꽃이라고 말하여 …(중략)… 대답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왕후
가 홀로 말했다.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 왕이 까닭을 물으니 대답해 말했다. 
“다른 꽃은 일시적인 좋음에 지나지 않으나, 오직 목화는 옷으로 천하 사람들을 
입혀 따뜻하게 하는 공이 있습니다.”

27. 단어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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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 桃花(도화): 복숭아꽃
 정답 ④

2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① 유사성(類似性): 서로 비슷한 성질
② 사교성(社交性):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거나 쉽게 사귀는 성질
③ 실용성(實用性):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 성질이나 특성
④ 예술성(藝術性): 예술 작품이 지닌 예술적인 특성
⑤ 창의성(創意性):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

 정답 ③

[29~30] 지문 풀이

 사시의 명절은 대략 우리나라와 서로 비슷하다. …(중략)… ㉮중원(백중날)에는 산
에 올라가 등을 달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데 매 사람이 각각 하나의 등을 달아
서 ㉠자손이 많은 자는 혹 수십 등에 이른다. 술과 음식을 모두 갖추어서 집안사
람에게 먹인다고 하더라.

29.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子孫(자손): 자식과 손자[병렬 관계]
① 日月(일월): 해와 달[병렬 관계]
② 靑山(청산): 푸른 산[수식 관계]
③ 讀書(독서): 책을 읽다.[술목 관계]
④ 作文(작문): 글을 짓다.[술목 관계]
⑤ 夜深(야심): 밤이 깊다.[주술 관계]

                                                             정답 ①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