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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
[독일어Ⅰ]

1 ⑤ 2 ③ 3 ⑤ 4 ④ 5 ③
6 ② 7 ① 8 ① 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① 15 ②
16 ① 17 ③ 18 ② 19 ② 20 ④
21 ③ 22 ④ 23 ② 24 ① 25 ③
26 ② 27 ⑤ 28 ④ 29 ③ 30 ①

1. [출제의도] 자음 발음 알기
Geld처럼 단어의 끝에 오는 자음 ‘d’는 [t]로 발음한다.
① Dose[d] ② Deutsch[tʃ] ③ Kleidung[d]
④ Schnitzel[ts] ⑤ Schreibtisch[t]

2. [출제의도] 강세 규칙 알기
A: 우리 콘서트에 갈까?
B: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Konzert는 2음절에 강세가 있다. ①　Musik ② Salat 
④ Getränk ⑤ Programm은 2음절에 강세가 있으므
로 1음절에 강세가 있는 Arbeit가 정답이다.

3. [출제의도] 낱말 글자 알기
GABEL, KATZE, FAHRRAD, FENSTER □의 알파벳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주스(SAFT)다. 
① 공기(LUFT) ② 공책(HEFT) ③ 손님(GAST) ④ 의사(ARZT)

4. [출제의도] 부사 의미 알기
◦3 곱하기 2는 6.
◦시청은 코너를 돌면 바로 근처에 있다.
◦그는 없지만, 곧 올 것이다.

① 이제 ② 대략, 혹시 ③ 바로, 방금 ⑤ 즉시
5. [출제의도] 동사 활용하기

A: 너 오늘 멋있어 보이는데! 그 외투 새거니?
B: 응, 맞아. 나는 뮌헨으로 여행을 갈 거야. 거기서 

이 외투를 입을 거야.
A: 옷이 사람을 만들어(옷이 날개야). 그 외투가 너

에게 정말 잘 어울려.
B: 그렇게 생각하니? 고마워.
① 가다 ② 붙잡다, 정지하다 ④ 놀다, 경기하다, 연
주하다 ⑤ 몰다, 몰아내다

6. [출제의도] 인사하기
A: 안녕하세요, 랑 선생님! 이분은 새로 오신 물리 

선생님입니다.
B: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뮐러입니다.
C: 저는 마리아 랑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브레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 반가워요.
①　저는 상관없어요 ③ 당신 말이 맞아요 ④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⑤ 당신은 매우 친절하시군요

7. [출제의도] 소개하기
  안녕! 내 이름은 마르코 피셔야. 나는 대학교에서 음
악을 전공하고, 두 명의 여동생과 함께 뮌헨에서 살고 
있어. 나는 갈색 눈에 금발이야. 여가에 나는 독서를 
즐겨. 나는 반려동물은 없어.
① 그는 대학생이다. ② 그는 개 두 마리를 갖고 있
다. ③ 그의 머리 색은 갈색이다. ④ 그는 형제자매가 
없다. ⑤ 그의 이름(성과 이름 구분 시)은 피셔다.

8. [출제의도] 과목 표현하기
A: 율리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B: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② 체육 ③ 화학 ④ 생물 ⑤ 역사

9. [출제의도] 빈도 표현하기
A: 너 연극 보러 자주 가니?
B: 아니, ① 거의 가지 않아 / ② 자주 가지 않아 / 

④ 매우 드물어 / ⑤ 가끔만. 그런데, 그걸 왜 묻
는데?

A: 내가 연극 표를 두 장 가지고 있어. 같이 갈래?
③ 가장 많이

10. [출제의도] 소요 시간 묻기
A: 나는 내일 자동차를 타고 쾰른으로 가.
B: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A: 대략 3시간.
B: 잘 다녀와!
A: 고마워!
①　몇 시니 ② 얼마나 멀리 왔니 ③ 몇 시에 ⑤ 시
계를 몇 개나 갖고 있니

11. [출제의도] 주문하기
A: 여기요, 주문하고 싶어요.
B: 예, 알겠습니다. ① 무엇을 드릴까요 / ② 무엇을 

원하세요 / ③ 무엇을 드시겠어요 / ④ 무엇을 
원하세요?

A: 저는 피자를 원합니다.
 ⑤ 무엇을 계산하실래요

12. [출제의도] 표지판 이해하기
A: 어디서 약을 살 수 있나요?
B: 여기! 약국에서.
① 식사할 ② 소포를 보낼 ③ 택시를 탈 ④ 차표를 살

13. [출제의도] 물건 구입하기
A: a. 무엇을 원하십니까?
B: 사과 1㎏과 감자 3㎏을 원합니다.
A: b. 그 밖에 더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
B: 아니요, 감사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c. 모두 얼마

인가요?
A: 11유로입니다.

14. [출제의도] 동의 표현하기
A: 무슨 일이니?
B: 내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내가 네 것을 잠

시 빌릴 수 있을까? 아들에게 급히 전화해야 해.
A: 그래, 물론이야. 여기, 내 것을 써.
② 별일 아니야 ③ 너는 매우 친절하구나 ④ 정말 
너에게 딱 맞아 ⑤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어

15. [출제의도] 대화 이해하기
막스  : 우리 파티를 언제 할까?
안나  : 시험 후에.
리나  : 우리 집에서.
펠릭스: 토요일 저녁에.
다니엘: 주말에.
마테오: 여름 방학 전에.

16. [출제의도] 방 예약하기
A: 안녕하세요. 방 하나를 원합니다.
B: 1인실을 원하세요, 아니면 2인실을 원하세요?
A: 1인실로 부탁합니다!
B: 1인실은 조식 포함하여 70유로입니다. 얼마나 오

랫동안 머무르실 건가요?
A: 이틀이요. 그런데 조식을 포함하지 않으면 얼마

인가요?
B: 조식을 포함하지 않으면 54유로입니다.
A: 그렇다면 조식이 포함된 방으로 하겠습니다.
B: 알겠습니다. 열쇠 여기 있고, 110호입니다.

17. [출제의도] 맛 표현하기
A: 통닭 맛이 어때?
B: ① 최고야 / ② 맛있어 / ④ 매우 좋아 / ⑤ 훌륭해.
A: 다행이네. 더 먹어!
③ 깨끗해

18. [출제의도] 좌석 확인하기
A: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B: 예, 그러세요. 여기는 아직 빈자리예요.
A: 대단히 고맙습니다.
① 여기 이것은 싼가요 ③ 이 자리 이미 주인이 있
나요 ④ 여기 주차할 수 있나요 ⑤ 자리 없나요

19. [출제의도] 몸 상태 묻기
A: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① 어디 아프세요 / ③ 

어디 아프세요 / ④ 어디에 통증이 있나요 / 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B: 저는 두통이 있고 잘 자지 못합니다.
A: 한번 진찰해 봐야겠습니다.
②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20. [출제의도] 물건 확인하기
A: 우베야, 너 뭐 찾고 있니?
B: 응, 내 가방. 그걸 찾을 수 없어.
A: 혹시 저기 저것이 네 가방이니?
B: 어머, 그래! 고마워. 그게 내 가방이야.
① 나를 도와줄 수 있니 ②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할
까 ③ 내 가방이 마음에 드니 ⑤ 어떤 종류의 가방
을 원하니

21. [출제의도] 약속하기
핀  : 안녕, 파울! 나야, 핀. 우리 내일 테니스나 축

구 할래?
파울: 미안해, 내일은 쇼핑하러 가야 해. 그렇지만 

금요일은 시간이 있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핀  : 좋아. 언제 만날까?
파울: 저녁 6시 영화관 앞에서.
핀  : 좋아! 그때 보자. 안녕.

22. [출제의도] 언어문화 이해하기
미아: 레온, 너 뭐 해?
레온: 나는 지금 게임 하는 중이야. 같이 할래?
미아: 한번 보자. 아, 이 컴퓨터 게임은 어제 내린 

눈이잖아(오래되었잖아)! 내가 새로운 걸 보
여줄게.

레온: 어제 내린 눈? 눈이 온다고?
미아: 아니, 내 말은, 그 게임은 오래되었고 재미가 

없다는 뜻이야.
레온: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게임이 매우 좋다고 생각해.
23. [출제의도] 인물 소개 글 이해하기

코넬리아 푼케는 독일 여성 작가이며 어린이와 청소
년을 위한 책을 쓰고 있다. 그녀는 1958년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도르스텐에서 태어났다. 그
녀는 현재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이탈리아에 살고 있
다. 코넬리아 푼케의 책 주인공들은 종종 어린이나 청
소년이다. ‘야생 닭’과 ‘잉크 하트’가 특히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의 책들은 독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그중 다수는 35개 이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 몇몇 
책들은 연극 작품이나 영화로도 볼 수 있다.

24. [출제의도] 행사 소개 글 이해하기
독일에서는 K–Pop 팬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14일과 15일에 최초의 KPOP.FLEX가 프
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콘서트에는 많은 K–
Pop 가수가 왔다. 84개국에서 온 7만 명 이상의 방문
객이 그곳에서 그 음악과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2023년 6월 중순에 KPOP.FLEX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틀간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도이체 방크 
파크에서 열리는 KPOP.FLEX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독일 교육 제도 이해하기
독일에서 아이들은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초

등학교는 보통 4년간 다닌다. 점점 더 많은 학생이 김
나지움으로 진학한다. 김나지움은 12 또는 13학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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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투어 시험으로 마무리된다(졸업한다). 아비투어 
시험 후에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연방 주별로 다른 일정으로 이 시험을 본다. 2022년 
베를린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시험이 진행되었다.

26. [출제의도] 도시 소개 글 이해하기
도나우 강변의 이 도시는 오스트리아 동부에 있다. 

이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며 문화 도시이기도 하
다. 이곳에서는 쇤브룬 궁전과 슈테판 성당을 볼 수 
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이곳에 살았었다.

27. [출제의도] 명사의 성 알기
A: 클라우스야, 이 넥타이 어떠니?
B: 와, 마음에 들어. 아주 예뻐!
A: 너에게 색상이 잘 어울린다.
B: 그렇다면 그걸 살래.
① 셔츠 ② 치마 ③ 원피스 ④ 신발
정관사 단수 4격으로 die를 활용할 수 있는 명사는 
여성명사인 Krawatte다.

28. [출제의도] 형용사 비교급과 최상급 알기
A: 슈나이더 씨, 브로켄산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

인가요? 
B: 아니요, 추크슈피체가 브로켄산보다 더 높아요. 

브로켄산은 1,142m이고 추크슈피체는 2,962m입
니다.

형용사 hoch의 최상급의 형태는 höchst-이다. 형용
사 최상급은 약변화 형용사 어미를 활용하므로 (a)
에 알맞은 것은 약변화 남성 1격 어미 e를 올바르게 
활용한 höchste이며 (b)에 알맞은 비교급의 형태는 
höher이다.

29. [출제의도] 불규칙 동사의 활용 알기
① 너는 스키를 즐겨 타니? ② 파울은 매우 빨리 달
려. ③ 그 버스는 여기에 정차하지 않아.(hältet → 
hält) ④ 너의 형은 TV를 자주 보니? ⑤ 나의 할머
니는 오래 주무시지 않아.

30. [출제의도] 전치사 숙어 구문의 활용 알기
a. 그 신사분들에게 화내지 마!
b. 그는 이웃에 대해 화를 낸다.
c. 너도 축구에 관심이 있니?

b. sich über + 4격 ärgern ~에 대해 화내다
c. sich für + 4격 interessieren ~에 관심이 있다

[프랑스어Ⅰ]

1 ⑤ 2 ① 3 ③ 4 ④ 5 ③
6 ② 7 ③ 8 ⑤ 9 ① 10 ①
11 ③ 12 ② 13 ④ 14 ④ 15 ①
16 ⑤ 17 ① 18 ④ 19 ③ 20 ②
21 ⑤ 22 ⑤ 23 ② 24 ⑤ 25 ②
26 ③ 27 ⑤ 28 ② 29 ② 30 ④

1. [출제의도] 자음 발음 구별하기
 absente [apsɑ̃t]

① jambe [ʒɑ̃ːb] ② debout [dəbu] ③ chambre [ʃɑ̃ː
bʀ] ④ ensemble [ɑ̃sɑ̃ːbl] ⑤ observer [ɔpsεʀve]

2. [출제의도] 철자 알기
A: 방과 후에, 너는 뭐 하니?
B: 친구들과 수영장에 가.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해.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봐.

é□c ole, □p iscine cop□a ins, devoi□r s에서 □의 알파
벳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어휘는 ① 공원(parc)이
다. ② 항구(port) ③ 고양이(chat) ④ 기차역(gare) 
⑤ 강변도로(quai)

3. [출제의도] 명사 어휘 알기
◦시간은 돈이다.
◦비 온 뒤에 좋은 날씨.(고생 끝에 낙이 온다.)
① 식단 ② 호텔 ③ 시간 / 날씨 ④ 정원 ⑤ 직업

4. [출제의도] 동사 어휘 알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교실에서는 프랑스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소녀입니다.
① 놓다 ② 산다 ③ 하다 ⑤ 잡다

5. [출제의도] 부사ㆍ형용사 어휘 알기
A: 할아버지는 (a) 많은 것을 잊어버려.
B: (b) 몇몇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야?
A: 못하셔.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 힘들어 하셔.
bien des + 복수명사: 많은 ~, certain(e)s + 복수
명사: 몇몇 ~

6.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당신은 어디에서 점심을 드세요?
B: 보통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A: 당신은 자주 외출하시나요?
B: 네, 주말에는 친구들과 꽤 자주 외출해요. 하지만 

주중에는 집에 머물러요. 저녁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7. [출제의도] 사과 표현에 답하기
A: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죄송해요.
B: 괜찮아요. 곳곳에 차가 꽤 많았다는 걸 알아요.

a. 별말씀을요(감사 응답)  b. 괜찮아요(사과 응답)
c. 별일 아니에요(사과 응답) d. 천만에요(감사 응답)

8. [출제의도] 요청하기
(도서관에서)
A: 저기,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B: 쉿! 조용히 해! 여기서는 속삭여야 해.
A: 네 말이 맞아.
① 시끄럽게 해 ② 행운을 빌어 ③ 여기에 아무도 
없어 ④ 널 만나서 반가워

9. [출제의도] 안부 묻고 답하기
A: 안녕, 쥘리엥! 잘 지내?
B: 잘 지내. 소피, 너는?
A: 나쁘지 않아. 고마워.
② 곧 만나 ③ 너 확실해 ④ 나 좋아 ⑤ 너 더 잘 
지내

10.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하기
마리: 어머, 클레르!　너 이 동네 사니?
클레르: 응, 저기, 기차역 뒤에 살아. 넌?
마리: 난 베르사유에 살아. 그런데 파리에서 은행원

으로 일해.
클레르: 지금 집에 돌아가는 거야?
마리: 아니, 약속이 있어.
클레르: 그럼, 좋은 저녁 시간 보내!
마리: 잘 가!
① 마리는 은행에서 일한다. ② 마리는 지금 집에 가
는 길이다. ③ 클레르는 마리와 만날 약속을 한다. 
④ 마리는 베르사유, 기차역 뒤에 산다. ⑤ 클레르와 
마리는 같은 동네에 산다. 

11. [출제의도] 환영하기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미안해 ② 유감이야 ④ 맛있게 드세요 ⑤ 앉으세
요

12. [출제의도] 반복 요청하기
A: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B: 12시간 일해요.
A: 뭐라고요?
B: 하루에 12시간 일해요.
A: 12시간? 너무 많네요!
B: 예.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① 언제예요 ③ 몇 살이에요 ④ 왜 아니겠어요 ⑤ 
허락해 주겠어요

13. [출제의도] 날씨 묻고 답하기
A: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여름이고 해가 쨍쨍해. 한

국은 날씨가 어때?
B: 겨울이야. 매우 춥고 지금 눈이 와.

14. [출제의도] 표지판 이해하기
A: 엄마, 이 표지판이 대체 뭘 뜻해?
B: 여기서는 길을 건널 수 있다는 뜻이야.
① 여기서 멈춰야 한다 ② 직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③ 좌회전할 수 없다 ⑤ 동물을 조심해야 한다

15. [출제의도] 게시문 이해하기
내 강아지 ‘블랑코’를 잃어버렸어요. 날짜: 2022년 

10월 23일 / 나이: 1살 반 / 색: 하양 / 장소: 님 / 휴
대 전화 번호 (쥘리): 06 12 34 56 78
① 쥘리는 강아지를 싫어한다. ② 쥘리는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③ 블랑코는 한 살 반이다. ④ 쥘리는 
강아지를 찾고 있다. ⑤ 쥘리의 강아지는 하얀색이
다.

16. [출제의도] 소개하기
폴라 벨리에는 16세이다. 고등학생이고 메이엔의 작

은 마을에 산다. 부모님은 농장에서 일하고 그녀는 부
모님을 돕는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녀는 노래
를 아주 잘하고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

17. [출제의도] 가계도 이해하기
① 루이와 폴은 형제다. ② 폴은 니콜라의 외삼촌이
다. ③ 루이는 소피의 남편이다. ④ 조에는 니콜라의 
사촌이다. ⑤ 엘렌은 조에의 할머니이다.

18. [출제의도] 안내문 이해하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 / 매주 월요일과 일부 

공휴일 폐관 / 2022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2022년 11월 1일
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요금: 기본요금 12유로, 유소년 및 청년
(7~25세) 요금 7.5유로 /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무
료입장 / 4개 국어 오디오 가이드: 프랑스어, 영어, 독
일어, 스페인어

19.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손님, 식사는 다 하셨나요?
B: b. 네, 맛있었습니다.
A: 후식 드릴까요?
B: 아니요, c. 계산서 주세요.
A: 여기 있어요.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B: a. 카드요, 감사합니다. 

20. [출제의도] 메시지 이해하기
딸: 아빠, 언제 날 데리러 와? 벌써 5시 15분이야.
아빠: 지금 출발해. ① 조금만 더 기다려 ③ 5분 후 도

착해 ④ 오래 걸리지 않아 ⑤ 곧 데리러 갈게.
딸: 알았어. 조금 이따 봐요.
② 집에서 기다릴게

21. [출제의도] 전화 응답하기
A: 여보세요? 누구세요?
B: 안녕하세요, 부인. 마농의 친구 뤼카예요.
A: 끊지 마. 바꿔 줄게.
① 가자 ② 친절해라 ③ 떠나지 마 ④ 오지 마

22. [출제의도] 프랑스 음식 이해하기
사람들은 프랑스가 치즈의 나라라고 말한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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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제외하고도 프랑스에는 300가지 이상의 다양
한 치즈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간 1인당 25㎏의 치
즈를 먹는다. 치즈는 본식과 후식 사이에 제공된다. 
프랑스인들은 어떤 치즈를 선호할까? 프랑스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선택하여 카망베르가 1위다. 프랑스인
들이 선호하는 다른 치즈들로는 콩테, 에멘탈, 로크포
르, 르블로숑, 브리, 그뤼예르, 생 넥테르 등이 있다. 
카망베르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치즈이다.

23. [출제의도] 프랑스 연극제 이해하기
해마다, 7월에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서 큰 연극제가 

있다. 3주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
다. 아비뇽 축제는 1947년 9월에 시작되었다. 76회 
축제는 2022년 7월 7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다. 표
는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했다.

24. [출제의도] 프랑스 스포츠 이해하기
펜싱은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

이다. 펜싱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펜싱 경기
에서는 ‘살뤼!’, ‘앙 가르드!’, ‘프레!’, ‘알레!’ 등과 같
은 몇몇 프랑스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1896년부터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펜싱은 프랑스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종목이다.

25. [출제의도] 프랑스 축제 이해하기
‘축제 중인 건물’이라고도 불리는 이웃 축제는 5월 

마지막 주말이나 6월 첫 주말에 개최된다. 1999년에 
프랑스에서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2022년에는 5월 
20일에 열렸다. 이웃 축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 서로 만날 시간을 갖게 한다. 이웃 축제는 오늘날 
봄의 흥겨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26. [출제의도] 프랑스 명소 이해하기
몽생미셸은 프랑스 북쪽 노르망디에 있다. 프랑스에

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0대 명소 중 하나
이다. 1979년 UNESCO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 파리
에서 몽생미셸로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렌까
지 TGV를 타야 하고, 렌과 몽생미셸 사이에는 버스를 
타야 한다.

27. [출제의도] 방임, 지각, 사역동사 쓰임 알기
a. 실비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본다.
b. 그녀의 부모는 딸이 오늘 저녁에 외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c. 저 없이 당신은 저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28. [출제의도] 부사 쓰임 알기
très는 beaucoup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 ① 그는 정
말로 호감이 간다. ② 그는 매우 많이 먹는다. ③ 일
하면서도 우리는 노래한다. ④ 그녀는 동생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크다.

29. [출제의도] 명령법 쓰임 알기
a. 서두르세요!
b. 거기로 즉시 가! 
c. 그 고양이 무서워하지 마!
d.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지 마!
b. Vas-y tout de suite! Va 다음에 모음이 오면 생
략되었던 s를 다시 붙인다. d. Ne te couche pas 
trop tard ! 대명동사가 부정명령문에서 사용될 때는 
재귀대명사를 동사 앞에 놓는다.

30. [출제의도] 중성대명사 쓰임 알기
A: 당신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B: 테니스를 좋아해요.
A: 그것을 자주 치세요?
B: 아니요. 2주마다 그것을 한 번 칩니다. 요즘 너

무 바빠서요.
‘테니스를 치다’라고 할 때는 ‘faire du tennis’라고 
하며 ‘du tennis’는 중성대명사 en으로 받아야 한다.

[스페인어Ⅰ]

1 ① 2 ② 3 ③ 4 ④ 5 ②
6 ③ 7 ⑤ 8 ⑤ 9 ④ 10 ②
11 ① 12 ② 13 ① 14 ⑤ 15 ①
16 ⑤ 17 ② 18 ① 19 ③ 20 ④
21 ⑤ 22 ③ 23 ⑤ 24 ① 25 ④
26 ④ 27 ② 28 ② 29 ④ 30 ③

1.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알기
A: 오늘이 며칠이니?
B: 오늘은 11월 13일이야.
① 영화관 ② 암소 ③ 영화배우 ④ 흰색 ⑤ 숟가락
자음 c의 경우 모음 a, o, u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k] 발음이 되지만, 모음 e, i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s] 혹은 [ɵ] 발음이 된다.

2. [출제의도] 강세 위치 알기
나는 고양이가 기르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① 쌀 ② 은행, 벤치 ③ 고통 ④ 벽 ⑤ 일반적인
모음이나 자음 n, s로 끝나는 단어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고, n,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맨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다.

3. [출제의도] 단어의 글자 알기
(과일) 배: pera / 새: pájaro / 생선: pescado / 바나
나: plátano

4. [출제의도] 다의어 이해하기
◦우리 내일 보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해.
◦너무 일러! 오전 다섯 시야. 

① 해, 년 ② 어제 ③ 지금 ⑤ 정오
5. [출제의도] 신체 부위에 관한 어휘 표현하기

◦나는 오른손으로 글을 써.
◦나의 아버지는 중고 자전거를 사실 예정이야.

① 입 ③ 코 ④ 다리 ⑤ 등
* segunda mano: 중고(품)

6. [출제의도] 관용 표현 이해하기
A: 실례합니다. 지나가도(들어가도) 될까요?
B: 응, 그럼. 어서 들어와!
① 죄송합니다 ② 축하합니다 ③ 들어올 수 있어 
④ 맛있게 드세요 ⑤ 천만에요

7. [출제의도] 주의 표현하기
아이를 봐! 조심해!

① 잘됐어 ② 만나서 반가워 ③ 좋은 생각이야 ④ 
축하해

8. [출제의도] 날짜를 묻는 표현 이해하기
A: 오늘이 10월 20일이지, 그렇지?
B: 맞아.
A: 모레 치과에 예약이 있어. 너무 긴장된다.
B: 기운 내!

9. [출제의도] 표지판의 의미 이해하기
              메디나 수영장
   ◦취식 금지      ◦물안경 사용
   ◦공놀이 금지    ◦수영하기 전 준비 운동

10. [출제의도] 메모의 내용 이해하기
서비스가 너무 나쁘고 음식이 너무 비싸요. (산체스 
루비아노 씨)
침대가 너무 더러워서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가
르시아 로페스 부인)

11. [출제의도] 포스터의 내용 이해하기
2022 오디오 북 선발 대회

8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온라인)
본교 학생들에게만 해당
8월 24일 수요일까지 수업 교사에게 음성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야 함

12. [출제의도] 속담 및 격언 표현하기
A: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B: 할 일이 너무 많아. 다음 주에 시험이 두 개 있

고, 회의도 준비해야 해.
A: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두 개의 머리가 하

나보다 낫다잖아.
B: 너무 고마워. 넌 좋은 친구야.

13. [출제의도] 대화의 중심 내용 이해하기
A: 휴대폰으로 뭐 해?
B: 전자책을 읽고 있어.
A: 휴대폰으로 전자책을 읽는 게 편해?
B: 응. 보통 종이책은 무거운데, 전자책은 전혀 그렇

지 않아.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쉽게 전
자책을 읽을 수 있지.

A: 아, 나도 전자책을 읽어 봐야겠다. 고마워.
14. [출제의도] 일상 대화 내용 이해하기

베르타: 셀리아, 안녕!
셀리아: 죄송한데,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베르타: 그럼! 나야, 베르타!
셀리아: 베르타? 오랜만이야! 마스크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베르타: 신경 쓰지 마, 괜찮아.
① 어디에 가니 ② 어떻게 지내니 ③ 언제 도착하
니 ④ 널 더 기다릴게

15. [출제의도] 식당에서 쓰이는 표현 알기
A: 이베리코 햄 보카디요(샌드위치) 하나 부탁해요.
B: 포장인가요?
A: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B: 알겠습니다.
② 무슨 생각을 하나요 ③ 어디서 만나나요 ④ (전
화통화) 누구신가요 ⑤ 몇 시에 끝나나요

16. [출제의도] 인적 사항 이해하기
이름과 성: 이네스 벨라스케스 아길라르
국적: 콜롬비아
나이: 27세
직업: 요리사
구사 언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① 어느 나라 출신인가? ② 이름이 무엇인가? ③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 ④ 나이가 어떻게 되는
가? ⑤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17. [출제의도] 소개 표현하기
카를로스: 라울, 여기는 내 사촌 아나야.
라울    : 반가워, 아나.
아나    : 나도 (반가워).
① 천만에 ③ 미안해 ④ 다행이야 ⑤ 기꺼이

18. [출제의도] 그림의 묘사 내용 이해하기
A: 여기 봐, 내 결혼식 사진이야.
B: 너무 예쁘다! 네 친구 라우라가 누구야?
A: 안경 쓰고, 머리카락이 짧은 애.
B: 아, 서 있는 애 맞아?
A: 응, 맞아.

19. [출제의도] 시간 표현하기
A: 몇 시죠?
B: 세 시 십오 분 전이에요. 톨레도 가는 기차가 언

제 출발하죠?
A: 30분 후에요.

20. [출제의도] 동의 표현하기
A: 이 새 의자 너무 좋아.
B: 나도 그래. 게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야.
A: 맞아, 하지만 조금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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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는 아니야 ② 나에게는 그래 ③ 나도 마찬가
지야 ⑤ 나에게도 그렇지 않아

21. [출제의도] 상점에서의 대화 표현하기
A: 안녕하세요. c. 뭘 도와드릴까요?
B: 안녕하세요. 파란 셔츠를 사려구요.
A: 그렇군요. b.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B: 34입니다.
A: 이건 어떠세요?
B: 좋네요. a. 얼마예요?
A: 100유로예요.

22. [출제의도] 스페인어권 국가 이해하기
◦남미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가 두 개다. 라파스와 수크레
◦바다가 없고 인접국이 다섯 개다.
◦우유니 소금 사막과 티티카카 호수로 유명하다.

23. [출제의도] 원격 근무 이해하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집 혹은 다른 장소에서 일한
다. 만약 분위기를 바꾸려면, 원격 근무하기에 매우 
좋은 도시인 마드리드로 오는 것을 추천한다. 교통이 
좋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호텔들이 많으며, 
업무 후에 할 것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
에 오는 것을 선호하며 매우 만족스럽게 업무를 한다. 
마드리드로 오세요!
① 마드리드의 시장들 ② 마드리드에서의 원격 근
무는 이제 그만 ③ 마드리드를 여행하는 다양한 방
법 ④ 마드리드에서 직장 동료 구하기 ⑤ 마드리드, 
원격 근무를 위한 완벽한 장소

24. [출제의도] 스페인어권 음식의 역사 알기
  페루에서 약 8,000년 전에 이것을 경작하기 시작했
다. 이것은 잉카 제국의 중요한 음식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도착한 이후 16세기에 이것을 유럽
으로 가지고 왔다.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이것을 많이 
먹는다. 예를 들어, 스페인식 토르티야에는 이것이 들
어 있다.
① 감자 ② 양파 ③ 사과 ④ 초콜릿 ⑤ 당근

25. [출제의도] 스페인의 음식 문화 이해하기
A: 카르멘, 스페인에서는 아이스커피를 뭐라고 말하나요?
B: 카페 꼰 이엘로라고 말해요. 카페 꼰 이엘로는 

여름에 커피를 준비하는 매우 전형적인 방식이
에요. 종업원들이 커피 한 잔과 얼음이 든 컵을 
가져옵니다.

A: 아, 그러면 그들이(종업원들이) 컵에 커피를 부
어 주나요?

B: 아니에요, 손님 스스로가 커피를 부어야 합니다.
A: 카페 꼰 이엘로가 더 비싸나요?
B: 그럼요, 여기 한국처럼요.
A: 감사합니다. 재미있네요(흥미롭네요)!
① 스페인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② 스페인 사람들은 카페라테를 마시는 것을 좋아
한다. ③ 여름에는 바에서 카페 꼰 이엘로만 판매한
다. ④ 커피가 든 잔과 함께 얼음이 든 컵이 제공된
다. ⑤ 카페 꼰 이엘로를 마시기 원한다면 현금으로 
값을 지불해야 한다.

26. [출제의도] 스페인 사람들의 휴가 이해하기
  보통 스페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다. 그
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긴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해변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산속 마
을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휴가는 더 여유로우며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면서 다양한 스포츠를 한다.

27. [출제의도] 전치사의 쓰임 알기
◦이 수프는 토마토로 만들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루과이 출신이다.
◦나는 스페인어과의 학생이다.

전치사 de에는 재료, 출신지, 소유(소속)의 쓰임이 
있다.

28. [출제의도] 숫자의 쓰임 알기
식당에는 스물한 개의 테이블이 있다.

숫자 21은 veintiuno로서 수식하는 명사에 성을 일
치시키며, 복수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9. [출제의도] 소유형용사의 쓰임 알기
A: 저 사람들은 누구야?
B: 곤살레스 씨와 (a) 그의 딸들이야.
A: 키가 크네!
B: 응, 맞아. 그리고 너처럼 (b) 눈동자가 초록색이야.
소유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에 성과 수를 일치시켜
야 하며, 신체를 묘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0. [출제의도] hay와 estar 동사의 쓰임 알기
A: 베아트리스, 약국이 혹시 (a) 있는지 아니?
B: 응. 저기, 길 끝에 있어.
A: 그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네. 어디 (b) 있는지 말

해 줄 수 있니?
hay 동사는 사물 혹은 사람의 존재 유무에 대해 표
현할 때 사용하며, 부정 관사 등과 함께 쓰인다. 
estar 동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물 혹은 사람의 위
치에 대해 표현할 때 사용하며, 정관사 등과 함께 
쓰인다.

[중국어Ⅰ]

1 ① 2 ④ 3 ② 4 ① 5 ④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⑤
11 ① 12 ① 13 ③ 14 ④ 15 ⑤
16 ② 17 ④ 18 ④ 19 ② 20 ②
21 ⑤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⑤ 27 ③ 28 ② 29 ① 30 ③

1. [출제의도] 발음을 결합한 글자 알기 
① shū ② xié ③ shuǐ ④ shǒu ⑤ zhū

2. [출제의도] 발음(성조) 알기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流利: liúlì)
a. jīhuì b. jiérì c. shēngqì d. yóuxì

3. [출제의도] 한자 표기 알기
a. 건강에 유의하세요.
b.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다.
c. 내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
d.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b. 方向 c. 成绩

4. [출제의도] 다의어 ‘留’ 쓰임 알기
◦너는 내일 시험이 있으니, 그럼 붙잡지 않을게.
◦이 일은 하루에 할 수 없어, 남겨 두고 내일 다시 하자.

5. [출제의도] 유의어 차이 알기
◦우리 반에는 (a) 모두 30명의 학생이 있다.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은 대단히 (b) 중요하다.
‘都’와 ‘一共’은 둘 다 ‘모두’의 의미지만, ‘一共’은 ‘합해
서 모두’를 나타내고, ‘都’는 ‘하나하나씩 모두, 예외 없
음’을 나타낸다. ‘重要’는 ‘중요하다’, ‘主要’는 ‘주요하
다’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이다. 그러나 ‘主要’는 단독
으로 술어가 될 수 없고, ‘非常’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6. [출제의도] 교통 표현하기
A: 톈안먼은 여기서 먼가요?
B: 걸어가면 조금 멀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좋

겠어요.
7. [출제의도] 감사 표현하기

A: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B: 예의 차리지 않아도 돼, 당연한 거야.
① 고마워 ② 미안해 ③ 맞아 ④ 그러게

8. [출제의도] 묘사 표현하기
A: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장 선생님이세요? 
B: 저쪽에 안경을 끼고, 커피 드시는 분이 바로 장 

선생님이셔.
9. [출제의도] 만족, 불만 표현하기

A: 맛 좀 봐봐, 엄마가 만든 요리 맛이 어때? 
B: 괜찮은데, 단지 조금 덜 단 것 같아요.
A: 좋아, 설탕을 좀 더 넣을게.
①음식이 다 식었어요 ②저는 매운 것을 즐겨 먹어요 
③맛이 없는 것이 없어요 ④저는 이미 배가 불러요

10. [출제의도] 소개 표현하기
우리 집 소개

우리 집은 아빠, 엄마, 형, 누나 그리고 나, 다섯 식
구입니다. 나는 올해 18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입니다. 아빠는 음악 선생님이시고, 엄마는 은행에서 
일하십니다. 형은 이미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누나는 나보다 세 살이 많고,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
합니다.
① 나는 올해 몇 학년입니까? ② 나의 누나는 올해 
몇 살입니까? ③ 나의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④ 나의 형은 몇 명의 아이가 있습니까? ⑤ 나의 엄
마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11. [출제의도] 축하 표현하기
A: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어.
B: a. 축하해 / b.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하다!
A: 고마워.
c. 아직 멀었어 d. 편안한 여행되세요

12. [출제의도] 사실 표현하기
# 10년 전 오늘
# 영화관 입구에서
# 나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 짧은 머리의 저, 어때요?
# 모두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
2022년 10월 24일 18:30

13. [출제의도] 구매, 동의 표현하기
A: 좀 봐줘요. (a) 어떤 것이 더 예뻐요?
B: 둘 다 괜찮은데, 한번 입어 봐요.
B: 긴 치마가 더 예쁘네요.
A: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통했네요.
① 어떤 것이 잘 팔리나요,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② 입어 봐도 되나요, 저 스스로 결정할게요 ④ 다른 
색깔이 있나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요 ⑤ 조금 더 
큰 것이 있나요,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14. [출제의도] 안내 글 표현하기
  한중 교류 30년, 
    한중 문화 체험 활동
◦시간: 9월 25일~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소: 중국 문화 체험 – 학생동 101호
        한국 문화 체험 – 학생동 201호
◦내용: 전통 공연 관람하기, 전통 음식 체험하기
◦신청 방법: 9월 15일까지 인터넷 신청

15. [출제의도] 제안, 거절 표현하기
A: 내일 너 시간 있니? 나 장밍과 함께 농구하러 가

는데, 너도 가자.
B: 너무 아쉽다! 내일 나 이사해서 못 가. 나도 너희

와 농구하고 싶은데, 다시 시간을 잡자, 어때?
A: 좋아! 다음에 누가 더 잘 하는지 비교해 보자.
① A는 농구를 할 줄 모른다. ② A는 내일 이사할 예정
이다. ③ B는 장밍과 농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④ B는 
내일 이사를 할 시간이 없다. ⑤ A와 B는 다음에 농구
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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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건강 표현하기
A: 너 어디 아프니? a. 너 얼굴 빨간 것 좀 봐.
B: 나는 어제부터 머리가 좀 아프고, 열이 나고, 기

침도 해.
A: 너 감기에 걸렸나 봐, c.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안 가면 감기가 더 심해질 거야.
B: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약을 먹었어, b.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야.
17. [출제의도] 걱정, 위로 표현하기

A: 보아하니 비가 내릴 것 같아.
B: 난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A: 내가 우산을 가져왔으니 괜찮아, 이 우산이 커서, 

둘이 쓸 수 있어. 
① 비가 안 올 거야 ② 너 혼자 돌아가 ③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⑤ 나도 우산 가져오는 것을 깜박했어

18. [출제의도] 정보 전달 표현하기
A: 이 식당은 며칠 전에 새로 개업했어, 너 가 봤니?
B: 안 가 봤어. 이 집의 우육면(소고기 국수)이 매우 

유명한데, 매일 백 그릇만 만들고 다 팔리면 문을 
닫는대.

A: 그저께 나도 한번 갔었는데, 한 시간이나 기다려
서 겨우 먹었어.

19. [출제의도] 학교생활 표현하기
A: 벌써 11시야, 왜 아직 안 자니? 
B: 내일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 했어요.
A: 너무 피곤해 보인다, 먼저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

서 다시 하렴.
B: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네요, 지금 계속 써 봤자 

다 못 해요.
① 이미 제출했어요 ③ 있는 것은 시간뿐이에요 ④ 딱 
한 번의 기회만 있어요 ⑤ 오늘 꼭 다해야 해요

20. [출제의도] 반대 표현하기
A: 방금 샤오왕과 왜 인사하지 않았어? 너희들 사이

가 안 좋아진 거야?
B: a. 아니야 / d.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안경을 쓰지 않아서 사람이 잘 안 보여.
b. 당연하지 c. 누가 아니래

21. [출제의도] 속담 표현하기
A: 미안해, 이번에도 너를 귀찮게 했네.
B: 우린 오랜 친구잖아. 중국에는 ‘옷은 새 옷이 좋

고,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다’는 말이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날 찾아와.

① 한 번 웃으면, 십 년 젊어진다 ② 오래된 것이 가
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다 ③ 뛰는 놈 위
에 나는 놈 있다 ④ 해가 서쪽에서 뜬다

22. [출제의도] 중국의 언어문화 이해하기
A: 어제 축구 시합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 정말 기뻐.
B: 너는 문자 보낼 때 자주 글자를 잘못 치더라. ‘우리 

팀’의 ‘对’는 이 한자가 아니라, ‘队’야. ‘정말 기뻐’
의 ‘级’도 틀렸어, ‘极’야.

A: 중국어에는 (a) 발음은 같은데 (b) 의미가 다른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3. [출제의도] 중국의 도시 문화 이해하기
선전은 중국 광둥성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700여

만 명이다. 이전에는 작은 도시였으나, 1980년 중국의 
첫 번째 경제 특별 구역이 된 후, 발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대도시 중 하
나이다. 선전에는 세계의 창, 금수 문화 민속촌 등 즐
길 만한 곳이 많다.

24. [출제의도] 중국의 복식 문화 이해하기
A: 이 모자는 모양이 정말 이상하다! 모자의 좌우 양

쪽에 긴 귀가 있는 것 같아.
B: 이것은 송(宋)대 관리가 쓰던 전통 모자로, 长翅帽

라고 불러.

25. [출제의도] 중국의 차 문화 이해하기
푸얼차는 중국 윈난성의 특산품으로, 이미 2천여 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푸얼차는 몸에 좋을 뿐만 아
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국인 외에 
많은 외국인도 즐겨 마신다. 푸얼차는 일반적으로 오
래될수록 가격이 더 비싸다.

26. [출제의도] 중국의 인물 이해하기
모옌은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로, 1955년에 산둥성

에서 태어났다. 그는 ≪붉은 수수밭≫, ≪개구리≫, 
≪열세 걸음≫ 등의 많은 소설을 썼다. 1987년에 쓴 
소설 ≪붉은 수수밭≫은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많은 
나라에 소개되었다. 그의 소설 ≪개구리≫를 통해 중
국의 과거 인구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012년
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중국인으로서는 처음
이었다.

27. [출제의도] 어순 이해하기
A: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나에게 10 위안을 

빌려줄 수 있어?
B: 문제없어.
‘借’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주어+술어(동
사)+간접 목적어(사람)+직접 목적어(사물)’의 순으
로 표현한다.

28. [출제의도] 결과보어 이해하기
‘洗澡’는 ‘동사+목적어’ 구조의 이합사로 결과보어 ‘完’
은 동사 ‘洗’ 뒤에 위치한다. → 我洗完澡就睡觉了。

29. [출제의도] ‘是~的’ 용법 이해하기
c. ‘是~的’ 강조 구문의 긍정형에서는 ‘是’를 생략
할 수 있으나, 부정형에서는 ‘是’를 생략할 수 없
다. → 他是今天来的，不是昨天来的。d. ‘是~的’ 강조 
구문에서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的’ 뒤
에 올 수 없다. → 我是在上学的路上见到她的。

30. [출제의도] ‘了’ 용법 이해하기
b.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나 완료를 설명할 때는 ‘了’
를 붙이지 않는다. → 我以前常常去爬山。

[일본어Ⅰ]

1 ② 2 ④ 3 ③ 4 ⑤ 5 ⑤
6 ① 7 ① 8 ③ 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② 18 ③ 19 ⑤ 20 ⑤
21 ④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④ 27 ⑤ 28 ② 29 ③ 30 ①

1. [출제의도] 단어 철자 알기
ベッド  コップ

2. [출제의도] 단어 뜻 알기
색깔

하양   검정   노랑   (가) 초록
① 맛 ② 고기 ③ 비 ⑤ 생선

3. [출제의도] 단어의 쓰임 알기
③ 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4. [출제의도] 음의 길이 알기
人形(にんぎょう) 4박 ① 牛乳(ぎゅうにゅう) 4박 
② 出発(しゅっぱつ) 4박 ③ 少々(しょうしょう) 4박 
④ 外国(がいこく) 4박 ⑤ 写真(しゃしん) 3박

5. [출제의도] 한자 표기 알기
A: 영화표는 어디 있어?
B: 아, 그 표라면 지갑에 넣어 뒀어.

入れる(いれる) 出口(でぐち) 公園(こうえん) 医者

(いしゃ) 急ぐ(いそぐ) 入学(にゅうがく)
6. [출제의도] 일본의 생활 문화 이해하기

 매년 12월 일본에서는 그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올해의 한자’를 선정합니다. 1995년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震’이, 2021년에는 올림픽이 있어서 ‘金’이 
올해의 한자였습니다. 특히 ‘金’은 200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7. [출제의도] 일본의 학교 문화 이해하기
A: 우리 학교는 왜 오키벤이 금지인 거야?
B: 어? ‘오키벤’이라는 게 뭐야?
A: ‘오키벤’은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학생이 책이랑 

노트를 두고 가는 거야. 우리 학교는 그게 금지야.
B: 에, 공부나 숙제를 위한 책만 가지고 가도 되지 

않아? 가방도 무겁고…….
A: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해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학교에 책을 두고 가고 싶어.

① A는 오키벤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② A는 
중학교 때 오키벤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③ A는 
선생님의 오키벤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B는 오키벤이 학생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⑤
B는 공부를 위해 오키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8. [출제의도] 일본의 연중행사 이해하기
 이것은 옛날에 남자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의 하나이다.　지금은 ‘어린이날’에 아이를 질병 등으로
부터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서 집에 놓는다.

9. [출제의도] 일본의 언어문화 이해하기
 ‘고로아와세’라는 것은 단어 놀이의 하나로, 단어를 
읽을 때 소리가 비슷한 다른 단어와 바꾸거나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번호 
4649를 ‘욘로쿠욘큐’가 아니라 ‘요로시쿠’와 같이 
음을 붙여 읽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고로
아와세를 즐겨 보지 않겠습니까?

10. [출제의도] 일본의 자연 유산 이해하기
 ‘마리모’는 파란빛의 공과 같은 것으로 일본의 몇 개 지
역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홋카이도 아칸코의 것은 특
별천연기념물로, 매우 아름다워서 가장 유명합니다. 마
리모가 야구공 크기로 되는 데는 150년 정도 걸립니다. 
마리모는 깨끗한 환경과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출제의도] 의견 제시 표현하기
A: 처음이라서 제대로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a)

이대로 괜찮나요?
B: (b) 꽤 괜찮네. 처음치고는 잘했어.
①실례합니다 / 좀 곤란한데 ②신세 졌습니다 / 생각한 
것보다 좋네 ④ 괜찮나요 / 위험해 ⑤ 좀 봐 주세요 / 
당치도 않아

12. [출제의도] 상태 표현하기
A: 다녀왔어.
B: 어서 와. 불꽃놀이 어땠어?
A: 매우 예뻤어.
② 누구랑 가 ③ 언제 시작해 ④ 몇 시까지 해 ⑤
기대하고 있어

13. [출제의도] 의견 표현하기
A: 배고프다. 뭔가 없어?
B: 토마토 있어.
A: 그거 말고 조금 더 단 게 먹고 싶어.
B: 그럼 냉장고 안에 딸기케이크 있으니까 먹어.
① 뭔가 마시고 싶은데 ② 신 걸 좋아해 ③ 매운 것이 
좋은데 ⑤ 따뜻한 것이라면 뭐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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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제의도] 조언ㆍ제안 표현하기
A: 지금 어디야? 나 역 앞이야.
B: 미안, 지금 버스 안인데 엄청 막혀. 늦을지도 모르

니까 먼저 가.
A: 응, 그럼 먼저 갈게.
① 지금 도착했어 ③ 여기서 기다릴게 ④ 버스에서 내
렸어 ⑤ 그렇지 않아

15. [출제의도] 칭찬 표현하기
A: 생일, 축하해요. 이거 a. 열어 보세요.
B: 아, 고마워요. 괜찮아요, 받아도?
A: 네. b.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B: 멋진 넥타이네요. 마침 c. 사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이에요.
16. [출제의도] 승낙ㆍ동의 표현하기

A: 엄마, 하야시네 놀러 갔다 올게.
B: 그럼 놀러 가기 전에 이 편지 부쳐 줄래?
A: 응, ①좋아 / ②알았어 / ③물론이지 / ④그렇게 할게.
⑤아직 멀었어

[17 ~ 18]
A: 실례합니다. 귀가 아픈데 뭔가 좋은 약은 없을까요?
B: 이것은 어떠세요? 금방 나을뿐더러 졸리지 않아요.
A: 그럼 그것을 주세요.
B: 하루에 세 번, 식사 후에 드세요.　400엔입니다.
A: 알겠습니다.
B: 몸조심하세요.

17. [출제의도] 위로 표현하기
① 잘 지내세요 ③ 덕분에 ④ 계세요 ⑤ 실례합니다

18. [출제의도] 안내 이해하기
약의 복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A는 약을 사러 
온 손님이고, B는 약사이다.

19. [출제의도] 지시 이해하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해서 힘이 되었던 경험을
학생회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 주세요.

※ 메일: sakura○○○@bbh.kr
20. [출제의도] 금지 표현하기

A: 여기는 매우 책이 많네요.
B: 아, 여기 도서관이에요. 큰 소리로 이야기(a) 해

서는 안 됩니다.
A: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B: 여기서는 안 되지만, 밖이라면 이야기(b) 해도 

상관없어요.
て ください 해 주세요 ても いいです 해도 됩니다

21. [출제의도] 허가 표현하기
학습실 이용

□ 학습실 이용 시간
【오전】08:20~08:50
【오후】17:20~18:10, 19:10~20:30

□ 학습실을 이용하기 전에
   일지에 이름과 이용하고 싶은 자리 번호, 이용 

시간을 씁니다.

□ 학습실을 이용할 때는
 - 학습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삼가 주세요.
 -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한 달간 학습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22. [출제의도] 격려 표현하기
유미: 내일 영어 시험이 있어서 걱정이야.
나미: b. 분명히 잘될 거야 / c. 유미라면 괜찮아. 열심히 

공부했잖아.
a. 정말 걱정이네

23. [출제의도] 권유 이해하기
빨강은 ‘멈춘다’라고 배웠어요!

① 쓰레기를 주웁시다. ② 신호를 지킵시다. ③ 스마트
폰을 보면서 걷지 맙시다. ④ 자연을 소중히 합시다. 
⑤ 닫히는 문에 주의합시다.

24. [출제의도] 상황 설명 이해하기
 ‘삼자면담’은 선생님과 보호자 그리고 학생 세 명이 
학교나 집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 등을 서로 이야
기하는 것이다. 보통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전에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삼자면담을 하면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은 집에서만 
보여 주는 학생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다. 한국에도 
비슷한 면담이 있는데 3월 중에 보호자와 선생님 
두 명이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① 한국에서는 언제나 삼자면담을 한다. ② 선생님이 
학생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③ 선생님은 학생의 
새로운 면을 알 수 있다. ④ 보통 일 년에 두 번,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한다. ⑤ 학생이 들어갈 대학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한다.

25. [출제의도] 장소 이해하기
나오: 이번 달 내 자리 싫어. 빨리 바꾸고 싶어. 창가 쪽 

제일 뒤에 앉고 싶었는데, 그 자리는 스즈키로 
정해졌어.

루미: 그래서 나오 네 자리는 어딘데?
나오: 스즈키 옆이야.

26. [출제의도] 감정 표현하기
겐타: 여기가 민수의 방이야.
민수: 우아, 정말 넓고 밝은 방이네.
겐타: b. 그런가, 고마워 / c. 칭찬해 주니 기쁘네.
      그럼, 집을 안내해 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a. 신경 쓰지 마

27. [출제의도] 문장 연결 알기
①그것은 다나카 씨 밖에 못 해요. しか + 부정문 ②나
중에 멋진 차를 갖고 싶어요. を → が ③근처에 산이 
있어서 매일 아침 올라가요. で → に ④지금 운전 중
이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 私に → 私から ⑤이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은행이 있어요.

28. [출제의도] 조사 표현 알기
이 게임은 생각한 만큼 어렵지는 않다.

29. [출제의도] 동사 활용 알기
A: 안색이 나쁘네요. 무슨 일이에요?
B: 어제부터 열이 있어서…….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A: 오늘은 빨리 가는 편이 좋겠어요.
たまま ~한 채, ただけ ~한 만큼, 동사 원형+ところ 
막 ~할 참, たばかり 막 ~한 참

30. [출제의도] 문장 표현 알기
A: 여기 스키야키, 맛있어요?
B: 네, (a) 맛있었어요. (b) 아직 안 먹어 봤어요?
   (c) 다음 주까지 절반 가격이래요. 한번 먹어 봐요.
A: 그렇지만 스키야키 가게에 (d) 혼자 가는 것은 

조금…….
B: 그럼, (e) 주말에 함께 갈까요?
(a) おいしいでした → おいしかったです

[러시아어Ⅰ]

1 ③ 2 ② 3 ④ 4 ⑤ 5 ①
6 ④ 7 ⑤ 8 ② 9 ⑤ 10 ①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 ③ 17 ① 18 ② 19 ② 20 ④
21 ⑤ 22 ⑤ 23 ① 24 ③ 25 ③
26 ③ 27 ④ 28 ⑤ 29 ② 30 ⑤

1. [출제의도] 모음 약화 알기
주의하세요! [о]

모음 о가 강세 바로 앞에 있을 때는 [а]로 발음된다.
① 나는 자고 싶다. [а] ② 몇 시야? [а] ③ 그는 우
유를 마신다. [о] ④ 아빠는 창문을 닫았다. [а] ⑤ 
레나는 나보다 젊다. [а]

2.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알기
① 너 무슨 일 있어? [ш]-[ч] ② 네 친구는 축구 
하고 있니? [д]-[д] ③ 그의 생일이 언제지? [г]-
[в] ④ 내 아내는 연필로 쓰고 있다. [ж]-[ш] ⑤ 
우리는 막심을 전시회에서 보았다. [в]-[ф]

3. [출제의도] 어휘의 글자 알기
러시아 역사에서는 19세기를 «황금의 세기»라고 부

른다. 푸시킨,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위대한 작가와 시
인들이 이 시기에 살았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명하다.
истории, девятнадцатый, называют, великие, поэты, 
Корее
① коньки ② кресло ③ яблоко ④ дерево ⑤ стакан

4. [출제의도] 부사의 의미 알기
이 사람은 내 여자 친구 소냐다. 그녀는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영어를 c. 아주 잘 / d. 
유창하게 한다.
a. 덥게 b. 아프게

5. [출제의도] 동사의 의미 알기
А: 시계가 어디에 있니?
Б: 시계는 벽에 걸려 있어.
② 놓여 있어 ③ 날아가고 있어 ④ 앉아 있어 ⑤ 서 
있어

6. [출제의도] 칭찬 표현하기
А: 엄마, 나 오늘 물리 시험 통과했어요.
Б: ① 훌륭해 / ② 잘했어 / ③ 대단해 / ⑤ 축하해, 

미샤!
А: 고마워요.
④ 시험이 코 앞이다

7. [출제의도] 약속 표현하기
А: 너 나랑 수영장 다니지 않을래?
Б: 엄청 좋지. 나는 항상 수영을 잘하고 싶었어. 같

이 수영 배우자.
А: 좋아. 그렇게 하자!
Б: 그렇게 하자!
① 안 돼 ② 이게 누구야 ③ 좋은 아침이야 ④ 존경
을 담아

8. [출제의도] 추측 표현하기
А: 내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풀어 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
Б: a. 내 생각에 / d.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b. 그저 그래 c. 천만에

9. [출제의도] 환영 표현하기
자작나무 세 그루/시작 화면/레스토랑에 대해/소식/ 

메뉴/사진
레스토랑 «자작나무 세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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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식 러시아 요리를 드셔 보세요.

① 연락해 ② 매우 유감스럽다 ③ 명절 축하해 ④ 
모든 것이 순조로워

10. [출제의도] 안부 표현하기
А: 안녕, 올랴! 어떻게 지내?
Б: 고마워, 잘 지내.
② 너는 어디 출신이니 ③ 너는 어디 사니 ④ 네 이
름이 뭐니 ⑤ 너는 몇 살이니

11. [출제의도] 시각 표현 이해하기
А: 5분 동안 쉽시다.
Б: 너무 적어요! 혹시 10분 동안 쉬어도 될까요?
А: 좋아요. 지금 4시죠. 그럼 4시 10분에 회의를 시

작합시다.
12. [출제의도] 길 찾기 표현하기

А: 서커스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Б: 쭉 가시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거기서 서커스장

이 보일 거예요.
А: 감사합니다.
① 당신은 무엇을 입고 다니나요 ③ 당신은 지금 어
디 가세요 ④ 당신은 몸 상태가 어떠신가요 ⑤ 당신
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출제의도] 안내문 이해하기
존경하는 미래의 대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대학생의 만남에 11학년 학생과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당신은 전공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

니다.
▸당신은 하루 동안 대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220호 강의실에서 13시에 시작
14. [출제의도] 전화 통화 표현하기

А: 여보세요! 유라예요. 이반 좀 바꿔 주세요.
Б: 그는 집에 없어요.
① 누구세요? ③ 너 누구에게 전화하니? ④ 전화 잘 
못 거셨어요. ⑤ 기다리세요.

15. [출제의도] 승낙 표현하기
А: 사샤, 나에게 발레 공연 표가 있어. 이번 일요일

에 같이 가자!
Б: b. 기꺼이 / d. 초대해 줘서 고마워! 몇 시에 어

디에서 만날까?
А: 저녁 7시에 극장 매표소 옆에서 만나자.
a. 나는 반대야 c. 꼭 전할게

16. [출제의도] 허용 표현하기
А: 타티야나 니콜라예브나, 들어가도 될까요?
Б: 응, 물론이지. 율랴, 들어오렴.
А: 당신과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요.
① 다음에 ② 미안해 ④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⑤ 
나는 정확히는 몰라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인호  : 너 내일 날씨가 어떨지 아니?
보리스: 내일 눈 오고 추울 거야. 너에게는 따뜻한 

외투랑 털모자가 필요해.
인호  : 어디서 그것들을 살 수 있지?
보리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별’ 가게에서. 만약 거

기 옷이 맘에 안 들면, 다른 가게에 가도 돼.
18. [출제의도] 상황 묘사하기

a. 그들은 기차역에서 만났다.
b.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c. 그들은 기차 안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19. [출제의도] 빈도 표현하기
А: 너는 얼마나 자주 콘서트에 가니?

Б: ① 거의 안 가 / ③ 한 달에 한 번 / ④ 휴일마다 
/ ⑤ 매주.

② 이번 여름에
20. [출제의도] 거절 표현하기

А: 네 사전 잠깐만 줘 봐.
Б: 유감스럽게도, 줄 수 없어. 나도 본문 번역해야 

하거든.
А: 알았어.
① 필요 없어 ② 다행히도 ③ 행운을 빌어 ⑤ 좋은 
생각이야

21. [출제의도] 대화 순서 배열하기
А: 안녕하세요! 호텔 «백야»입니다.
Б: 안녕하세요! c. 방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А: 며칠 날짜로요?
Б: b. 8월 8일이요.
А: 저희 호텔에 얼마나 오래 묵으실 예정이신가요?
Б: a. 6일 동안이요. 빈방이 있나요?
А: 네, 있습니다.

22. [출제의도] 러시아 작가 알기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1828년 툴라시 근처 시골 

야스나야 폴랴나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톨스토이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해서 
1859년 야스나야 폴랴나에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를 열었다. 당시 러시아에는 도시에서조차 학교가 매
우 적었고, 시골에는 아예 없었다. 그래서 농민들 대
부분이 읽고 쓸 줄 몰랐다. 톨스토이는 손수 «알파벳» 
교재를 만들어 농민 자녀들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
을 위한 많은 짧은 이야기를 집필하고 외국 전래 동화
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23. [출제의도] 러시아 명승지 알기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은 붉은 광장과 크렘린에서 멀

지 않은 곳에 있다.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성당 안에 
들어갈 수 있다. 1812년 전쟁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승리를 기리기 위해 성당을 세웠다. 스탈린 시대에는 
성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수영장을 지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성당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성당 
재건을 위한 성금을 모았다. 마침내, 성당은 1999년에 
복구되었다.

24. [출제의도] 러시아인의 이름 이해하기
내 이름은 아냐다. 나는 여학생이다.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고 이름은 갈랴다. 그리고 이분들은 내 부모
님이다. 엄마 이름은 이리나 이바노브나, 아빠 이름은 
세르게이 페트로비치다. 성은 이바노프다. 말하자면, 
내 완전한 이름은 안나 세르게예브나 이바노바다.

25. [출제의도] 러시아 음식 알기
А: 보르시와 시의 차이점이 뭐야?
Б: 둘의 차이는 쉽게 알아챌 수 있어. 보르시는 비

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이지. 시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둘은 많은 점에서 비슷해. 이 수프들은 
대중적인 러시아 요리야.

26. [출제의도] 러시아 우주 과학 알기
레오노프는 우주 비행사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다

양한 과목을 좋아했다. 그는 특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레오노프가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그는 
유리 가가린이나 다른 우주 비행사들과 알고 지냈다. 
그들 모두 우주 비행을 꿈꿨다. 그렇지만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것은 유리 가가린이었다. 그 비행은 1961
년 4월 12일에 있었다.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1965년
에 우주 비행을 했다. 그는 우주선에서 열린 우주 공
간으로 나와 약 12분 동안 머물렀던 최초의 우주 비
행사였다. 레오노프는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
에서는 우리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전치격 및 수사 활용하기
◦나의 이웃들은 (a) 숲에서 자주 산책한다.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b) 하나

다.
лес는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 в 뒤에서 전치격 어미 
-у를 가진다. город는 남성명사이므로 один(남성형), 
одна(여성형), одно(중성형), одни(복수형) 중 один
을 써야 한다.

28. [출제의도] 전치사 알기
식사 전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맛있게 드세요!»
① ~까지 ② ~없이 ③ ~를 위해 ④ ~아래에

29. [출제의도] 명사 복수형 알기
А: 정말 예쁜 a. 집들 / d. 건물들이구나!
Б: 그래, 동의해. 정말 예쁘다.
b. 달(여성명사 단수) c. 노래(여성명사 단수)

30. [출제의도] 어법 이해하기
a. 이것은 여자 신발이다.
b. 할아버지가 손자를 씻기고 있다.
c. 어제 카탸는 일찍 잤다.
d. 그녀는 운동해야 한다.

[한문Ⅰ]

1 ④ 2 ② 3 ① 4 ④ 5 ②
6 ① 7 ③ 8 ⑤ 9 ② 10 ①
11 ③ 12 ⑤ 13 ① 14 ② 15 ①
16 ② 17 ③ 18 ⑤ 19 ⑤ 20 ③
21 ④ 22 ⑤ 23 ⑤ 24 ③ 25 ①
26 ③ 27 ④ 28 ④ 29 ② 30 ⑤

1.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과 뜻 알기
대화에서 ‘나무[樹] 아래[下]에서 낮잠을 자는[午睡] 
모습을 그렸다[圖]’라고 하였으므로 ㉠에 들어갈 한
자는 ④ ‘下’이다.

2. [출제의도] 같은 뜻을 지닌 한자 알기
ㄱ. (주) 살다 - (거) 살다
ㄴ. (빈) 가난하다 - (부) 넉넉하다
ㄷ. (내) 안 - (외) 바깥
ㄹ. (붕) 벗 - (우) 벗

3. [출제의도] 한자의 음 ‧ 부수 ‧ 총획 ‧ 단어의 의미 알기
그림에 제시된 한자의 음은 ‘서’, 부수는 ‘心’, 총획은 
‘10획’이다. ‘容恕(용서)’는 ‘잘못한 일을 꾸짖지 않고 
덮어 줌.’을 뜻한다. ㉠에 들어갈 한자는 ① ‘(서) 용
서하다’이다. ② (공) 공손하다 ③ (은) 은혜 ④ (서) 
글 ⑤ (량) 헤아리다

4.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알고 활용하기
‘頂點(정점)’의 의미는 ‘맨 꼭대기가 되는 곳’으로 ‘사
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알기
㉠에 들어갈 단어는 ② ‘독보’이다. ① 고귀 ③ 행보 
④ 독학 ⑤ 성과

6. [출제의도] 학습 용어 알기
㉠에 들어갈 한자는 ① ‘(신) 믿다, 소식’이다. ‘發信
(발신): 소식을 보냄.’, ‘信用(신용):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이다. ② (전) 온
전하다 ③ (신) 맵다 ④ (공) 공평하다 ⑤ (사)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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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 알고 완성하기
가로 열쇠는 ‘指鹿爲馬(지록위마)’이고, 세로 열쇠는 
‘馬耳東빌(마이동풍)’이므로, ㉠에 들어갈 한자는 ③
‘馬’이다. ① (이) 귀 ② (위) 하다 ④ (록) 사슴 ⑤
(지) 가리키다

8. [출제의도] 학습 용어 알기
대화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牛角湖(우각호): 구불
구불한 하천의 일부가 본래의 하천에서 분리되어 생
긴 소뿔 모양의 호수’로 ㉠에 들어갈 한자는 ⑤ ‘(각) 
뿔’이다. ① (각) 각각 ② (모) 털 ③ (두) 머리 ④
(설) 혀

9.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문화 이해하기
㉠에 들어갈 성어는 ② ‘동문서답’이다. ① 언중유골 
③ 자문자답 ④ 오비삼척 ⑤ 일구이언

10.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과 관계있는 성어는 ① ‘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
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다. ② 타산지석 ③ 유구무
언 ④ 문일지십 ⑤ 우공이산

11. [출제의도] 성어에 쓰인 한자 알기
‘前代未聞(전대미문)’의 풀이는 ‘이제까지 들어 본 적
이 없음.’이다. ㉠에 들어갈 한자는 ③ ‘未(미) 아니
다’이다. ① (미) 맛 ② (미) 쌀 ④ (미) 꼬리 ⑤ (미) 
아름답다

12.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 풀이하고 이해하기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 큰 도구를 잃는다.

본문 풀이 참조.
13. [출제의도] 일상 용어 알기

㉠에 들어갈 것은 ① ‘실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
함.’이다. ② 존중 ③ 감사 ④ 경청 ⑤ 청렴

14.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 알고 활용하기
異口同聲(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15.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에 들어갈 성어는 ①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함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과유불급 ③ 온고지신 ④
견물생심 ⑤ 형설지공

16.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 이해하기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이룬 것을 지키

는 것은 어렵다.
◦때라는 것은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① (복) 복 ② (이) 쉽다 ③ (단) 짧다 ④ (중) 무겁
다 ⑤ (선) 착하다

17.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 이해하기
천 리의 길도 발아래에서 시작된다.

본문 풀이 참조.
18. [출제의도] 단문의 내용 이해하기

대화의 내용과 관계있는 문장은 ⑤ ‘사흘 갈 길을 하
루에 가고 열흘을 눕는다.’이다. ①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자 한다. ② 업은 아이 삼 년 찾는다. ③ 상
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④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19. [출제의도] 선인들의 사상 이해하기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문장은 ⑤ ‘한때의 분함을 참
으면 백 일의 근심을 면하게 된다.’이다. ① 먼 친척
이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② 이미 집을 빌렸는데, 또 

방을 빌린다. ③ 한마디의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의 말이 쓸모가 없다. ④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단문의 수사법 - 대우(對偶) 이해하기
路 遙 知 馬力,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 ↕ ↕  ↕  
日 久 見 人心.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21 ~ 22]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점을 아는 자는 천하에 드물다.

21. [출제의도] 여러 가지 음을 가진 한자 알기
㉠ 惡(오)와 음이 같은 것은 ④ ‘증오’이다. ① 악습 
② 해악 ③ 악평 ⑤ 악몽

22.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본문 풀이 참조.

[23 ~ 24]
절이 흰 구름 속에 ㉠있는데도, / 흰 구름을 스님은 
㉡쓸어 내지 않네. / 손님이 오자 문이 비로소 ㉢열
리니, / 온 골짜기에 송화가 지네.

23. [출제의도]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기
본문 풀이 참조.

24.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 이해하기
본문 풀이 참조.

[25 ~ 26]
  순신이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힘써 싸울 적
에 날아오는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 좌우에서 부축
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순신이 말하였다. “전투
가 한창 다급하니, 삼가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 
말을 마치고 죽었다.

25.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 알기
㉠ ‘좌우: 왼쪽과 오른쪽’의 짜임은 ‘병렬 관계’이다. 
① 장단: 병렬 관계 ② 일몰: 주술 관계 ③ 작문: 술목 
관계 ④ 백의: 수식 관계 ⑤ 구인: 술목 관계

26.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본문 풀이 참조.

[27 ~ 28]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은 까닭에 그 큼을 이루
었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은 까닭
에 그 깊음을 이루었다.

27.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에 들어갈 한자는 ④ ‘(대) 크다’이다. ① (소) 작다 
② (소) 적다 ③ (인) 사람 ⑤ (정) 바르다

28. [출제의도] 한문을 바르게 풀이하기
㉡은 ‘강과 바다[河海]는 가는[細] 물줄기[流]를 가
리지[擇] 않는다[不].’라고 풀이한다.

[29 ~ 30]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 산과 언덕을 
오른쪽과 등 뒤에 두고, 물과 연못을 앞과 왼쪽에 
두라 하였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신들로 하여금 도
리어 물을 등지고 진을 쳐서 승리하게 함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한신이 말했다. “이는 병법에 있거늘 다
만 제군들이 살피지 못하였을 뿐이다. 병법에 ‘사지
(死地)에 빠뜨린 뒤에 살고 망할 땅에 둔 뒤에 보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29. [출제의도] 어휘 바르게 읽기
將軍(장군)

30. [출제의도]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
본문 풀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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