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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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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1. [출제의도]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한자를 이해한다.
③ zhòng 무겁다

2. [출제의도] ‘不’의 성조 변화를 이해한다.
➄ 不用(búyòng) 리리가 내일 우산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3. [출제의도] 한자 표기를 이해한다.
a. 讨严(讨厌) 나는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b. 解觉(解决) 그가 스스로 가서 해결하게 하자.

4. [출제의도] ‘擦'의 다양한 뜻을 이해한다.
◦ 너 안경 닦을 수 있는 물건 있어?
◦ 장(張)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는 발에 어떤 

약을 발라야 하나요?
② 擦(닦다, 바르다)

5. [출제의도] 어휘의 용법을 이해한다.
◦ 네가 이미 서른 살인데, 올해도 또 (a) 계속 수

능 시험을 보려 하니?
◦ 저녁때도 나는 아마 (b) 줄곧 사무실에 있을 테

니, 내게 전화해도 돼.
6. [출제의도]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이해한다.

A : 나 오늘 어때?
B : 오늘 입은 옷은 새 옷이지? 꽤 활기차 보이네!

7. [출제의도] 한어병음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이해한다.
A : 우리 다섯 시 반에 학교 문 앞에서 만나자!
B : 문제 없어, ______________
① 잠시 후에 만나!

8. [출제의도] 유심 카드 구매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다.
A : 어서 오세요! ______________________?
B : 제가 인터넷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샀는데요, 

그래서 새 유심 카드를 사고 싶어요.
④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9.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 지하철 타는 게 가장 편하지. 길도 안 막히고.
⑤ 지하철을 타는 게 편할까, 아니면 버스를 타는 게 
편할까?

10. [출제의도] 일기의 내용을 이해한다.
10월 30일 토요일 맑음
전에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
셔서, 주말이면 우리는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곤 했었다.

②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활동은 무엇인가?

11. [출제의도] 대화문의 순서를 이해한다.
c. 내 생각에 네 중국어 실력이 진짜 빨리 느는 것 

같아.
a. 너 어떻게 한 거야?
b. 나도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12. [출제의도] 게시판의 내용을 이해한다.
유산소운동을 함께 합시다!
등록 방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

➀ 어디에서 등록하나?
13. [출제의도] 광고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중추제(中秋节)에는 모두 톈탄(天坛)에 와서 즐기
세요!
활동 내용 : 달 보기, 꽃등 보기, 월병 먹기

14. [출제의도] 대화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A : 엄마, 학부모 독서회 가실 때, 예쁘게 좀 입어

요. 친구들 엄마는 다들 잘 입고 와요.
B : 얘야，______________________ 엄마는 공부하

러 가는 거야.
③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야.

15.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읽고 동의 표현을 이해
한다.
A : 너 진짜 중국인처럼 먹네! 너 분명 중국 요리 

좋아하지?
B :  ________________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미 습관이 됐어.
a. 맞아.  b. 그렇고 말고.

16.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
A :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B : 고마워. 힘낼게.
④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17.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 여권 나오면 다시 한번 만나는 게 어때?
B : 네! 나오자마자 연락드릴게요. 몇 년간 잘 보

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③ A는 B와 한 번 더 만나고자 한다.

18.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나는 방금 건물 앞에서 엄마가 예전에 가르쳤던 
李琳을 보았다.

③ 엄마는 이전에 李琳의 선생님이었다.
19. [출제의도] 숫자에 관한 인터넷 용어의 의미를 이

해한다.
A : “六”의 발음이 “牛”하고 비슷해. 그래서 “六六
六”는 말이야, “너 진짜 멋지다.”, “너 진짜 대
단하다.” 이런 뜻이지.

B : 아, 알겠어.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六六六”라
고 자주 말하는 거야?

20. [출제의도] 택시 기사와 손님의 대화를 이해한다.
A : 곧 베이징 대학에 도착합니다. 어디 세울까요?
B : ___________，돈 여기요, 고맙습니다.

② 바로 여기요
21.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 너 어디 갔었어? 30분이나 늦었네.
B : 9시에 보기로 한 것 아니었어?
④ A와 B는 9시에 보기로 했었다.

22. [출제의도] 중국 전통 예술 강창에 사용하는 ‘快板’
에 해당하는 그림을 이해한다.
중국의 어떤 전통 예술은 이것(这个)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두 조각, 혹은 네 조각의 죽판으로 
만든다.

23. [출제의도] 중국 소수민족 ‘藏族’에 관한 글의 내용
을 이해한다.
장족(藏族)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대부분의 장
족 사람은 시짱(西藏)에서 생활한다. 그곳에 사는 
장족 사람은 보통 장어(藏语)를 말할 줄 알며, 중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다.

24. [출제의도] ‘南米北面’에 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한
다.
남방은 기온이 비교적 높고, 비가 많이 오는데, 북
방은 기온이 비교적 낮고 비가 적게 온다. 남·북방
의 기후가 달라서 경작되어 나오는 것이 다르고, 
따라서 먹는 것도 다르다.

① 명절 ② 기온 ③ 맑은 날 ④ 성격 ⑤ 날씨
25. [출제의도] ‘武漢’에 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1927년에 우창(武昌), 한커우(汉口), 한양(汉阳)
이라는 세 지역이 합쳐져서 우한(武汉)이 되었다. 
우한은 후베이성(湖北省)의 최대 도시이다. 우한
에 여행 가면 중국 4대 명루인 황학루(黄鹤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맛있는 우창어(武昌鱼)와 
러간면(热干面)을 맛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还珠楼主’에 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한
다.
환주러우주(还珠楼主)는 중국 “현대 무협 소설의 
왕”이다. 사실 “환주러우주”와 “리홍(李红)”은 모두 
그의 별명이며, 원래 이름은 리서우민(李寿民)이
다. 그는 1902년 2월 28일에 중국 쓰촨성(四川
省)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엄마와 함께 톈진(天
津)으로 이주했다.

27. [출제의도] 낱말카드의 배열 순서를 이해한다.
고양이는 생선 먹기를 좋아하는 작은 동물이다.
a. 작다 b. 먹기 좋아하다 c. 일종의 d. 생선

28. [출제의도] 이합사가 쓰인 문장 표현을 이해한다.
b. 우리는 어제 수영을 좀 하러 갔다. (游了游泳)
d. 나는 방금 운동장에 달리기하러 갔다. (跑了跑
步)

29. [출제의도] 수량보어가 쓰인 문장 표현을 이해한다.
② 나는 우리 강아지를 한 시간 동안 목욕시켰다. 
(洗了一个小时的澡)

30. [출제의도] 비교문에 관한 문장 표현을 이해한다.
b. 그녀는 나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比我更好)
d. 그녀는 달리기를 잘해서, 나는 그녀보다 빠르지 

않다. (我没有她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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