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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발음 및 철자: 발음에 해당하는 간체자 찾기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kǒu 　　　② kě 　　　③ kè 　　　④ kě 　　　⑤ kē
‘그루(나무를 세는 단위)’에 해당하는 발음 ‘kē’의 간
체자는 ‘⑤번’이다.

2.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공통 발음 찾기
◦ : yīfu, 외투: d yī   ◦ 병원: yīyu n

그림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발음은 ‘④ yī’이다.
3.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동음이의어 찾기

간체자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② 完
(w n)  玩(w n)’이다.

4. [출제의도] 어휘: ‘(요리를) ～하다’라는 뜻의 어휘 
A: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손님이 곧 도착할텐데, 

요리는 다 하셨습니까?
B: 잠시 뒤면 다 됩니다.
‘歇’는 ‘휴식하다’는 의미로 정답은 ‘⑤번’이다.

5. [출제의도] 어휘: ‘穿’의 활용
그녀가 입은/신은      은 예쁘다.

a. 모자   b. 양말   c. 치마   d. 모양   e. 바지
‘穿(입다, 신다)’를 쓸 수 있는 것은 ‘④ b, c, e’이다.

6. [출제의도] 어휘: ‘老’의 활용
A: 고마워, 네게 폐를 끼쳤구나!
B: 우리 오랜 친구 아냐? 뭘 그런 말을 하니.
‘老朋友’는 ‘오랜 친구’를 의미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7. [출제의도] 문법: 관용구의 이해
  동대문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한다. 먼저 2호선
을 타고, 나중에 1호선으로 갈아탄다.

‘먼저 ～하고 나서 ～하다.’는 ‘②　先∼然后∼’이다.
8. [출제의도] 문법: ‘来’를 활용한 연동문의 어순

我⒞来⒟帮⒜你⒝整理 　　
‘来’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서 주어의 능동적 동작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의도] 문법: 이합동사의 이해
‘见面’은 이합동사이므로 인칭대사가 쓰일 경우, 동사
와 목적어 사이에 위치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10. [출제의도] 문법: 시간부사 ‘曾经’의 이해
나는 일찍이 북경에서 1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다.
시간부사 ‘曾经’은 동사 뒤에 동태조사 ‘過’가 온다. 
정답은 ‘⑤번’이다.

11. [출제의도] 문법: 복합방향보어의 이해
◦ 그녀는 은행에서 100원을 인출한다.
◦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을 내린다.

‘出来’는 ‘나오다.’, ‘下来’는 ‘내리다.’라는 뜻이다. 정
답은 ‘①번’이다.

12. [출제의도] 의사소통: 길 묻기 표현의 이해
A: 북경대학에 가려면 곧장 앞으로 가면 되나요?
B: 방향이 틀렸어요, 저기에서 U턴해서 남쪽으로 

가세요.
‘掉头’는 ‘U턴하다’라는 뜻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3. [출제의도] 의사소통: 대화 내용의 이해
A: 중국 사람들은 매운 걸 먹을 수 있나요?
B: ‘매운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맵지 않은 것을 무

서워한다.’라는 말도 못 들어 보셨나요?
‘不怕辣, 怕不辣’는 ‘매운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뜻
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14. [출제의도] 의사소통: 광고문의 이해
눈은 마음의 창이니, 당신의 창을 위해 유리를 설치하세요. 

광고하고자 하는 것은 ‘안경’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15. [출제의도] 의사소통: 언어 상황의 이해

A: 기사님, 서울역에 가려고 합니다.
B: 알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까요?
A: 서울에 처음 왔거든요, 빠른 길로 가 주세요.  
‘알겠습니다.’는 ‘好的’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16. [출제의도] 의사소통: 속담의 이해
A: 선생님, 저 시험을 망쳤어요.
B: 좋은 말은 고개를 돌려 (지나친) 풀을 먹지 않는 

법이야, 노력해서 다음에 잘 보면 되지! 
A: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우리말 속담 
중 ‘이미 쏜 화살이다’에 해당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17. [출제의도] 의사소통: 대화 내용의 이해
A: 小赵가늦게와서기차를놓쳐한시간더기다려야해.
B: 너무 그를 탓하지 마! 그도 미안해할 거야.
A: 알았어.
B는 A에 대한 ‘설득’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의도] 의사소통: 언어 상황의 이해
A: 이 신발 어때?
B: 딱 좋아,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신발의 경우 ‘딱 맞다’에 해당하는 것은 크기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9. [출제의도] 의사소통: 약속 상황의 대화 순서 이해
A: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 - b
B: 학교 앞 어때? - c
A: 좋아, 7시 어떠니? - a
B: 좋아.
순서대로 배열하면 정답은 ‘④번’이다.

20. [출제의도] 의사소통: 언어 상황의 이해
A: 저는 가야 합니다.
B: 다음에 또 오세요.
A: 들어가세요.
B: 그럼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배웅하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의사소통: 언어 상황의 내용 이해
A: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어.
B: 좋아, 네가 앞에서 끌고 내가 뒤에서 밀면 반드시 

성공할거야.
‘당기다’는 ‘拉’, ‘밀다’는 ‘推’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2. [출제의도] 의사소통: 언어 상황에 해당하는 그림 
찾기
A: 좀 살살 해(놔) 주세요.
B: 어른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A: 다 놓으셨나요?
B: 네.
‘무서워하다’는 ‘怕’, ‘주사를 놓다’는 ‘打’이므로 해당
하는 그림은 ‘①번’이다.

23. [출제의도] 의사소통: 대화의 상황 이해
A: 이번 겨울방학에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B: 저는 형과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에 가려고 해요.
A: 언제 가시죠?
B: 12월 29일이요.
교통수단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4. [출제의도] 의사소통: 칭찬의 표현 이해
A: 중국어를 몇 년 배웠어요?
B: 1년이요.
A: 1년 배웠는데 이렇게 잘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不容易’는 ‘쉽지 않다’란 뜻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25. [출제의도] 의사소통: 문자 메시지의 내용 이해
  이同学, 나 늦을 것 같아. 지금 엄마와 쇼핑 중이거
든. 오후 3시에 만나는 게 어때?   ‐ 왕同学로부터 ‐

왕同学가 이同学에게 보낸 메시지이며, 약속 시간을 
오후 3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6. [출제의도] 의사소통: 동시의 내용 이해
  엄마, 제가 어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옷 입고 
발 씻을 줄 알아요. 아빠, 제가 어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책상을 닦고 바닥을 청소할 줄 알아요.

이 동시는 엄마, 아빠에게 자신이 어리지 않음을 표현
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7. [출제의도] 의사소통: 채팅 상황의 이해
A: 나 먼저 나갈게.
B: 네 일 봐.
A: 안녕!
‘忙你的吧’는 ‘네 일 봐.’라는 뜻이므로 정답은 ‘④번’
이다.

28. [출제의도] 문화: 중국 성씨의 이해
  중국 역사상 2만 2천여 개의 성씨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략 3천5백 개의 성씨가 있다. 중국에서 이씨
가 가장 많고,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한다. 북쪽에는 
왕씨가, 남쪽엔 진씨가, 화중엔 이씨가 비교적 많다.

중국에서 이씨가 가장 많고 전체인구의 7.9%를 차지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9. [출제의도] 문화: 글자 수수께끼의 이해
A: 나는 한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B: 한자를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아. 예를 들면 ‘1+1’

은 ‘王’자이고, ‘一人’은 ‘大’자야.
A: 정말 재미있네.
B: 그럼 맞춰 봐. ‘한 사람이 안에 있다’는 무엇일까?
A: ‘肉’, 맞지?
B: 그래, 똑똑하네.
한 사람(人)이 안(内)에 있는 한자는 ‘肉’자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30. [출제의도] 문화: 연화의 이해
  중국에서 설을 쇨 때 집집마다 연화를 걸어놓는다. 어
떤 연화에는 한 아이가 물고기를 안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새해 일 년 동안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아이가 물고기를 안고 있는 그림은 ‘②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