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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에 맞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濯足(탁족): 발을 씻음.
② 閑談(한담):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
야기.
③ 花鳥(화조): 꽃과 새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④ 群鷄(군계): 닭의 무리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의 무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午睡(오수): 낮잠.
정답 ⑤
2.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 功(공): 공 ㉡ 加(가): 더하다
정답 ②
3.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ㄱ. 厚(후): 두텁다, 薄(박): 엷다

ㄴ. 住(주): 살다, 居(거): 살다

ㄷ. 完(완): 온전하다, 全(전): 온전하다 ㄹ. 增(증): 더하다, 減(감): 덜다
정답 ③
4. 한자의 음, 한자의 총획, 한자의 짜임,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移(이): 옮기다, 色(색): 총 6획, 耳順(이순): 예순 살
① 而(이): 말을 잇다, 총 6획

② 瓦(와): 기와, 총 5획

④ 吏(리): 벼슬아치, 총 6획

⑤ 耳(이): 귀, 총 6획

③ 巨(거): 크다, 총 5획
정답 ⑤

5. 단어의 음과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幽明(유명): 1. 어둠과 밝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저승과 이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용구 – 유명을 달리하다: ‘죽다’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光陰(광음):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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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異口同聲(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음을 이르는 말.
② 同苦同樂(동고동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③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④ 大同小異(대동소이):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⑤ 小貪大失(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정답 ④

7. 성어의 의미와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로열쇠] 言語道斷(언어도단):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
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세로열쇠]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
럼 아무 쓸모없음을 경계한 말.
정답 ①
8.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말이 뛰어나도(훌륭해도) 실시함(행함)이 없으면, 말이 없는 것(말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정답해설 : ① 忍耐(인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② 直言(직언):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③ 實踐(실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④ 疏通(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⑤ 工夫(공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정답 ③
9. 뜻에 맞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① 仁政(인정): 어진 정치. ② 集賢(집현): 어진 이를 모음.
③ 明政(명정): 정사를 밝힘. ④ 康寧(강녕):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정답 ⑤
10.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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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一片丹心(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
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③ 炎涼世態(염량세태):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
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日就月將(일취월장):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⑤ 麥秀之歎(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정답 ①
11. 본래와 확장된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助長(조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② 白眉(백미):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鼻祖(비조): 어떤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처음으로 연 사람.
⑤ 星座(성좌): 별자리
정답 ④
12.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指鹿爲馬(지록위마):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② 走馬看山(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③ 坐井觀天(좌정관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
④ 起死回生(기사회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⑤ 種豆得豆(종두득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온다는 뜻으로, 원인에 따라 결과
가 생김을 이르는 말.
정답 ⑤
13.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라에 도가 있으면 (㉠가난하고) 또한 비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며, 나라에 도
가 없으면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무릇 귀함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지위가 바뀌면 천해지고, 부유함을 복으로 삼
는 사람은 재물이 다하면 (㉡가난해진다.)
정답해설 : ① 貧(빈): 가난하다

② 榮(영): 영화롭다 ③ 尊(존): 높다

④ 深(심): 깊다 ⑤ 賞(상): 상주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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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남도 또한 그를 믿는다.
② 나의 좋은 점을 말하는 자, 이는 나의 적이다.
③ 귀에 대고 하는 말은 듣지 마라.
④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냄새가 난초와 같다.
⑤ 벗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
정답 ③
15.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부른다.
② 여러 신하가 화합하면 그 나라는 칠 수 없다.
③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④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라.
⑤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에 있다.
정답 ②
16.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차라리 열 길 물속 깊이를 헤아릴지언정, 한 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
다.
정답해설 :
①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린다.
②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
③ 사람의 마음이 굳게 단결하면 나라가 편안하다.
④ 남을 꾸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어라.
⑤ 바다가 마르면 끝내 바닥을 보지만,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지 못한다.
정답 ⑤
17.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① 남을 이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이겨야한다.
② 일을 도모함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을 이룸은 하늘에 (달려) 있다.
③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④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⑤ 빨리 하고자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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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지문 풀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요,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노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찬미와 풍자와 권선과 징악의 뜻이 있지 않으면 시
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세워지지 않고, 배움이 순수하지 않으며, 큰 도를 듣지
못하여 성군을 이루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다. 너는 그것에 힘써야한다.
18.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大道(대도): 수식관계
① 霜降(상강): 주술관계 ② 喜悅(희열): 병렬관계 ③ 捕捉(포착): 병렬관계
④ 登頂(등정): 술보관계 ⑤ 校庭(교정): 수식관계
정답 ⑤
19.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0.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④
[21~22] 지문 풀이
태사공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모인 사람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귐이
멀어진다.”라고 하였으니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에 있는 한 사람인
데 어찌 도도한 권세와 이익 밖으로 초연히 자신을 빼내어 권세와 이익으로써 나
를 보지 않는가? 태사공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가 말하길 “해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에 시드는 것(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는데 소나무
와 잣나무, 이는 사계절을 일관하여 시들지 않는 것이니 해가 추워지기 이전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와 잣나무이고, 해가 추워진 이후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와 잣나무
이다. 성인께서 특별히 해가 추워진 뒤에 그것을 이른 것이다.
21.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非常(비상): 예사롭지 아니함.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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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③
[23~24] 지문풀이
맹자께서 제선왕에게 말씀하였다. “왕의 신하가 그 처자식을 그 벗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가서 놀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돌아 왔을 때 (벗이) 그 처자식을 얼
고 굶주리게 하였다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씀하였다. “그를 ㉢버
릴 것입니다.” “사사(士師)가 사(士)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
이 말씀 하였다. “그를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라 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고 다른 것을 말씀하였
다.
23. 한문에 쓰인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4.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②
[25~27] 지문풀이
계찰이 처음 사신 가다가 북쪽으로 서나라 임금에게 들렀는데, 서나라 임금이 계
찰의 검을 좋아하였으나 입으로 감히 말하지는 못했다. 계찰이 마음으로 그것을
알았으나 상국에 사신가기 때문에 바치지 못했다. (<보기> 돌아오다가 서나라에
이르니 서나라 임금은 이미 죽었다.) 이에 곧 그 보검을 풀어 서나라 임금 무덤의
나무에 그것을 매어 두고 떠났다. 종자가 말했다. “서나라 임금이 이미 죽었는데
오히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계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처음에 내가 마
음으로 이미 그것을 (㉤허락했거늘), 어찌 죽었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배반하겠는
가?”
25.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참조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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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⑤
27.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지문풀이 참조
정답 ①
[28~30] 한시풀이
(가) 향로봉에 햇빛 비쳐 자색 안개 ㉠생기고,
멀리 보니 폭포는 긴 강줄기를 ㉡매달았네.
날아 흘러 곧바로 삼천 자를 ㉢내려가니,
하늘에서 은하수 떨어지는 것 같네.
(나) 들이 좁고 바람도 미약하여 뜻을 얻지 못하는데
햇빛에 흔들리며 이끌려 서로가 끌고 있네
천하의 홰꽃나무 쳐서 ㉣평평하게 하면
새도 ㉤없고 구름도 흩어져 마음이 트이리라.
28.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정답 ④
29. 한시의 형식, 운자, 대우, 띄어 읽기를 알고 있는가?
정답해설 : (가)의 형식은 칠언절구이다.
(가)의 셋째 구에서는 과장와 넷째 구는 대우(對偶)를 이루고 있지 않다.
정답 ③
30.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답해설 : 한시풀이 참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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