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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公(공): 공평하다 ② 宇(우): 집 ③ 雲(운): 구름 ④ 高(고): 높다 
⑤ 空(공): 비다
                                                                      정답 ⑤

2. 단어의 음, 의미, 유의어, 활용예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餘波(여파):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脫皮(탈피): 껍질이나 가죽을 벗김.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남.
避害(피해): 재해를 피함. 

                                 정답 ③

3. 한자의 음, 짜임, 총획,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犯(범): 범하다, 口(구): 총 3획, 平凡(평범)
① 凡(범): 평범하다, 총 3획   ② 甘(감): 달다, 총 5획   ③ 丹(단): 붉다, 총 4획 
④ 井(정): 우물, 총 4획   ⑤ 干(간): 방패, 총 3획

정답 ①

4. 상대되는 뜻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離(리): 떠나다, 別(별): 떠나다 ㄴ. 思(사): 생각하다, 考(고): 생각하다
ㄷ. 朝(조): 아침, 夕(석): 저녁 ㄹ. 得(득): 얻다, 失(실): 잃다 

정답 ⑤

5. 단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群舞(군무):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춤. 또는 그 춤. 
② 妄動(망동): 아무 분별없이 망령되이 행동함. 또는 그 행동. 
④ 亂立(난립): 질서 없이 여기저기서 나섬. 
⑤ 鼓舞(고무):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움. 

                                                   정답 ③

6. 의미에 맞는 성어와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 열쇠] 有名無實(유명무실), [세로 열쇠] 名不虛傳(명불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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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實(실): 열매 ② 無(무): 없다 ③ 聲(성): 소리 ⑤ 傳(전): 전하다
정답 ④

7.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除(제): 덜다 ② 消(소): 없애다 ③ 所(소): 바 ④ 掃(소): 쓸다 
⑤ 騷(소): 떠들다

정답 ②

8.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不恥下問(불치하문):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  
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② 三遷之敎(삼천지교): ‘세 번 이사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맹자 의 어머니가 아들
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함. 
③ 塞翁之馬(새옹지마):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④ 面從腹背(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⑤ 聞一知十(문일지십):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함
을 이르는 말.

정답 ①

9.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① 代(대): 대신하다 ② 話(화): 말하다 ③ 華(화): 
빛나다 ④ 休(휴): 쉬다 ⑤ 和(화): 화목하다

정답 ⑤

10.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자 중에 먼저 태어나면 (㉠형)이라 하고, 나중에 태어나면 아우라 한다. 남자가 
먼저 태어난 여자를 일러 자(姊, 손위 누이)라 하고, 나중에 태어나면 (㉡매(妹, 손
아래 누이))라 한다. 

정답해설 : 兄(형): 형, 妹(매): 손아래 누이, 師(사): 스승, 婦(부): 아내, 夫(부): 남편
정답 ①

11.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의 의미와 연결할 수 있는가?

 추운데 또 추위가 더해지고, 괴로운데 괴로움이 더해지네.  

정답해설 : ① 錦上添花(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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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同苦同樂(동고동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③ 多多益善(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④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⑤ 脣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
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
는 말.  

정답 ④

12.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東問西答(동문서답) ② 東奔西走(동분서주)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④ 走馬看山(주마간산) ⑤ 不問曲直(불문곡직)

정답 ②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② 사람이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③ 스스로 그 자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그를 감히 가벼이 여기지 못한다. 
④ 근심은 소홀한 것에서 생기고, 화(재앙)는 세미함에서 발생한다.
⑤ 삼 일에 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가고 십 일을 드러눕는다.  

정답 ④

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만한 것이 없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면) 좋아할 만한 
것이 없게 된다. 

◦욕심을 같이 하는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근심을 같이하는 사 람은 서로 친
하다.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① 改(개): 고치다 ② 恩(은): 은혜 ③ 憎(증): 미워하다
④ 親(친): 친하다 ⑤ 好(호): 좋아하다

정답 ③

15. 단문의 내용과 수사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마라.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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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보라.  
② 너그럽더라도 경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엄하더라도 사랑받을 수 있게 하라. 
③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끊는다. 
④ 거울은 스스로 비추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한다. 
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⑤

[17~18] 지문 풀이

 옛 사람들이 말했다. “나라는 멸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 대개 나
라는 형체요,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가 훼손되었다고 정신이 홀로 존
재할 수 없겠는가? 이것이 (한국)통사를 지은 까닭이다. 정신이 존재하여 멸망하지 
않는다면 형체는 때가 있어 ㉠부활할 것이다.

17. 단어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18. 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19~21] 한시 풀이

(가) 해는 산에 ㉠기대어 지고, / 황하는 바다에 들어가 흐르네. 
    천리 밖까지 ㉡다하여 바라보고자, / 다시 누각을 한 층 ㉢오르네. 

(나) 봄은 갔어도 꽃은 아직 ㉣있고, / 하늘은 개었어도 골짜기는 절로 그늘지네. 
    두견새 한낮에도 우니, / 비로소 사는 곳 깊은 줄을 ㉤깨닫네. 

19. 한시에 쓰인 시어를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②

20. 한시의 운자, 대우, 형식, 띄어 읽기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의 운자는 流(류), 樓(루)이다. (나)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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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 풀이 참조

정답 ④

[22~24] 지문 풀이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니, 기쁘게 하기
를 도(정당한 방법)로써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그
릇에 따라 한다(각자의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준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우나 기
쁘게 하기는 쉬우니, 기쁘게 하기를 비록 (㉡도)로써 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사람
을 부림에 있어서는 구비하기를(능하기를) 요구한다.” 

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貿易(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ㄴ. 簡易(간이): 간단하고 편리함.
ㄷ. 容易(용이):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
ㄹ. 安易(안이): 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나 경향.

                             정답 ⑤

23.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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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25~27] 지문 풀이

 지사 이진기가 나이 75세에 증광 과거시험에서 ㉠합격했는데 진실로 세상에 ㉡드
문 일이다. 초시 때 홍천의 시험 장소에 ㉢나아가서 (시험 답안으로) 시문을 완성
하고는 지팡이를 짚은 채 시험지를 ㉣들고 과거 시험장에 제출하며 말했다. “팔십 
늙은이가 장차 황천으로 향하다가 길을 잘못 ㉤찾아 홍천에 이르러 답안지를 내고 
갑니다.” 시험관들이 서로 더불어 ㉮크게 웃고는 말했다. “㉯이 사람은 굴복시킬 
수 없구나(떨어뜨릴 수 없구나).” 

25.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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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大笑(대소): 수식 관계
① 護身(호신): 몸을 보호함. 술목 관계 ② 日沒(일몰): 해가 짐. 주술 관계 
③ 徐行(서행): 천천히 감. 수식 관계 ④ 大小(대소): 크고 작음. 병렬 관계 
⑤ 下校(하교):  학교에서 돌아옴. 술보 관계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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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28~30] 지문 풀이

 왕밀이 창읍의 현령이 되어 (양진을) 찾아뵙고 밤이 되자 황금 열 근을 품고서 양
진에게 바쳤다. 양진이 말했다.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왕밀이 말했다. “늦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진이 말했
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28.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天(천): 하늘 ② 神(신): 귀신 ③ 我(아): 나 ④ 子(자): 그대 
⑤ 者(자): 사람

 정답 ④

2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① 愧(괴): 부끄러워하다 ② 費(비): 쓰다 
③ 賀(하): 하례하다 ④ 媒(매): 중매하다 ⑤ 賣(매): 팔다

                                                             정답 ①

3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 풀이 참조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