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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발음 및 철자 : 다음자의 발음 이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심으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심다’의 뜻이면 zhònɡ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 성조 이해

A: 나 물건 사러 가는데, 어디가 제일 싼지 아니?
B: 앞 쪽 그 상점이 비교적 저렴해.
⒜, ⒞, ⒟, ⒠는 4성, ⒝는 3성이므로 정답은 ‘②번’
이다.

3.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 사전 찾기
⒜b-, ⒝n-, ⒞j-, ⒟ch- 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4. [출제의도] 어휘 : ‘大槪’의 활용
A: 더워 죽겠어요. 오늘은 몇 도죠?
B: 대략 30도입니다.
①즉시, ②쯤, ③대략, ④두렵다, ⑤제발, 정답은‘③’이다.

5. [출제의도] 어휘 : ‘意思’의 활용
A: 듣자하니 내일이 小李의 생일이래.
B: 그럼 우리 옷을 사 주어 성의를 표하자.
성의를 표시하다는 ‘意思’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6. [출제의도] 어휘 : ‘謝’의 이해
◦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꽃이 모두 시들었어.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저에게 고마워 할 필요없어요.

(꽃이)시들다, 감사하다는 ‘謝’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7.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상황의 이해

A: 매번 모두 너를 귀찮게 하네. 정말 미안해.
B: 그런 소리 마, 우리가 어떤 사이니.
别这么说는 겸손의 표현으로 정답은 ‘①’이다.

8.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상황의 이해
B: 너 ‘친구 하나 늘면, 길 하나 는다.’라는 말 몰라?
A: 맞아. 친구가 늘면 길을 가기 좋지.
정답은 ‘④’이다.

9. [출제의도] 의사소통 : 대화 내용의 이해
A: 나 장갑 잃어버렸어. 정말 서운하다.
B: 좋게 생각해. 옛 것이 안 가면 새 것이 안 오잖아.
B는 A에 대한 위로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0. [출제의도] 의사소통 : 편지글의 내용 이해
  김同学에게 :
  난 곧 귀국해. 작은 선물을 기념으로 남길게. 네가 
1년 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서울을 나는 잊지 
못할 거야. 김同学, 너는 더욱 잊지 못할 거고. 건강
하기를 기원해.                   중국 친구 刘平이

정답은 ‘②’이다.
11. [출제의도] 의사소통 : 대화 순서 이해

A: 이 프린터 또 고장났어! 어떻게 해도 글자가 안
찍혀지네. - b

B: 내가 좀 보자.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잉크가 
없어서 그래. - a

A: 그래? 그럼 잉크를 충전하면 되겠네. - c
순서대로 배열하면 정답은 ‘③’이다.

12.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상황의 내용 이해
A: 너 테니스 小王보다 잘 치니?
B: 전에 매일 칠 때는 그를 몇 번 이긴 적이 있어. 

하지만 최근에는 별로 연습을 못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

정답은 ‘④’이다.
13.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상황의 이해

A: 기사님, 中关村으로 가려고 합니다.
B: 어느 길로 갈까요?
A: 저는 이곳이 익숙하지 않으니, 가까운 길로 가죠.
유추된 B의 직업은 택시 기사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4. [출제의도] 의사소통 : 대화 내용의 이해
A: 10시 5분이네, 우리 가자.
B: 10시 반에 도착하면 돼. 걸어서 10분이면 도착

하니깐 10분 더 앉았다 가자.
A: 네 말대로 할게.
출발시각은 10시 15분이고, 걸어서 10분 걸리니 도
착예정시각은 10시 25분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5.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 상황의 이해
B: 내일 오후에 오세요. 한 장에 1.5원입니다.
‘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진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6.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 상황의 이해
A: 오늘 내가 살게. 먹고 싶은 대로 먹어.
B: 매번 네가 밥을 사네. 어떻게 그래?
A: 격식 차리지 마! 식으면 맛이 없으니, 얼른 먹자.
정답은 ‘③’이다 

17.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 상황의 이해
A: 시간이 늦었으니 나는 가야겠어.
B: 날 보러 와줘서 고마워. 내가 배웅해 줄게.
A: a. 들어가 봐 / d. 배웅 안 해 줘도 돼. 바깥이 추워.
B: 괜찮아. 내가 배웅해 줄게.
정답은 ‘②’이다

18. [출제의도] 의사소통 : 속담의 이해
A: 너무 배불러. 우리 나가서 좀 걷자. 어때?
B: 좋지. ‘식후 백보 걸으면 99세까지 산다.’란 말도 

있잖아.
정답은 ‘④’이다

19.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 상황의 이해
A: 봐! 오늘 여기 100원 이상 사면 10원을 깎아 준대.
B: 우리가 산 게 105원이네.
A: 우리 바나나 한 근 더 사자. 그러면 100원만 내

면 되잖아.
105원+바나나 5원-10원=100원이므로 정답은 ‘②’
이다.

20. [출제의도] 의사소통 : 대화 내용의 이해 
B: 내가 체조 하나 가르쳐 줄게. 의자에 앉아 양 다

리를 좀 벌리고, 상체를 펴고, 두 손은 다리에 
놓아. 그런 다음 위쪽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어.

정답은 ‘①’이다.

21. [출제의도] 의사소통 : 동시의 내용이해
  새야, 새야, 날보고 어지러이 날아가지 마렴. 이제
는 너희를 잡지 않아. 나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깐. 동
생들아, 날 보고 눈물을 닦지 마렴. 이제는 너희를 괴
롭히지 않아. 나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깐. 아빠, 엄마, 
저는 한 살 더 먹었어요. 다 큰 아이가 하는 일을 전 
배울 거예요.

아이의 성장에 따른 행동 변화를 교육하는 동시이므
로 정답은 ‘⑤’이다.

22. [출제의도] 의사소통 : 언어 상황의 이해
A: 걔 오늘 또 늦게 왔어.
B: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너는 일찍 왔니?  
정답은 ‘①’이다.

23. [출제의도] 문법 : 양사의 이해
A: 이 옷 입을 때, 무슨 모자 쓰는 게 좋을까? 네가 

좀 골라줘.
B: 내 생각엔 이     모자가 적당해.
모자를 세는 양사는 顶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24. [출제의도] 문법 : 결과보어 到의 이해
A: 너 왜 그래? a. 눈이 다 빨개졌어.
B: b. 나 어제 저녁 12시까지 공부해서, 좀 피곤해.
A: 그럼 c. 어서 가서 좀 쉬어.
B: 그래. d. 그럼 나 먼저 갈게. e. 넌 네 일 봐.
‘我昨天学习到晚上十二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25. [출제의도] 문법 : 존현문의 어순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다’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26. [출제의도] 문법 : 관용구의 이해
A: 네가 그 사람을 안 지 오래되었잖아. 네 생각에 

그 사람 어때?
B: 그는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들 그를 좋아해.
인과관계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27. [출제의도] 문법 : 中의 용법 이해
◦ 또 네 말이 맞았다.
◦ 우리 반 학생 중에서 小王이 제일 열심히 공부하

는 학생이다.  
中은 결과보어, 방위사로 쓰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28. [출제의도] 문화 : 베이징 전통가옥 '四合院'의 이해
◦ 이것은 베이징의 전통 건축물이다.
◦ 네 개의 방이 이것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있다.
◦ 이것의 네 개의 방 이름은 각각 ‘北房, 南房, 东房, 

西房’이다.
정답은 ‘③’이다.

29. [출제의도] 문화 : 중국인의 숫자 표현 이해
A: 중국인은 한 손으로 1~10까지 표시할 수 있어.
B: 6에서 10까지를 어떻게 한 손으로 표시해?
A: 한자의 모양에 따라 표시해. 十자처럼 두 손가락

을 교차하는 거지. 이것 봐.
B: 정말 十자 같네.
정답은 ‘④’이다.

30. [출제의도] 문화 : 중국 전통 명절 음식의 이해
  모양은 탁구공 같아. 정월 보름(15일)에 집집마다 
있지. 입안에 넣으면 부드럽고 달콤하니, 뼈는 없고, 
고기만 있네.

元宵节에 먹는 元宵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④’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