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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해당 성모 / 운모 조합 한자 찾기  

gū       kū       gāi       kāi

① 书 shū 책 ② 开 kāi 열다/운전하다/끓다 ③ 来 lái 오다 
④ 快 kuài 빠르다 ⑤ 国 guó 나라
정답해설 : 제시된 성모(g, k)와 운모(ū, āi)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고르는 문제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②

2. 성조 배열이 같은 한자 찾기

나는 중국에 여행가고 싶다.

<보 기>
 a. 以前  yǐqián 이전            b. 别人 biérén 남, 타인 
 c. 解决  jiějué  해결하다        d. 头疼  tóuténg 머리가 아프다

정답해설 : ‘여행하다(旅行 lǚxíng)’와 같은 성조 배열을 가지는 한자를 고르는 문제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성조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旅行 lǚxíng’과 같이 ‘3
성+2성’의 성조 배열을 가지는 단어는 ①번 a, c이다.                       정답 ①

3. 바른 한자 표기 판별하기

a.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b.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신체)에 좋다. 
c. 교실은 사무실 옆에 있다. 
d. 이것은 내가 새로 산 사진기이다. 

정답해설 : 올바른 한자 표기를 고르는 문항이다. b, c의 바른 중국어 표기는 각각 b.  
身休→身体, c. 为公室→办公室이다. 즉 옳은 한자 표기는 ②번 a, d이다.    정답 ②

4.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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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방이 아주 어지러워서 내가 치워야겠어.
ｏ 기숙사 입구에 자전거를 함부로 놓아두지 마라.   

정답해설 : 다의어 ‘乱’의 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첫 
번째 빈칸에는 ‘어지럽다’는 의미, 두 번째 빈칸에는 ‘함부로’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한
다. 그러므로, 정답은 다의어 ‘乱’이다.                                    정답 ③

5. 빈칸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ｏ 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으려고 한다.
ｏ 북경에서 상해까지 비행기를 타면 2시간 정도 걸린다.   

        (a)  (b)    
① 찾다, 가지다 시간(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② 잡다, 가지다         시간(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③ 받다  시간(시간을 세는 단위)
④ 찾다, 가지다 시간(시간을 세는 단위)
⑤ 잡다, 가지다 ~때 
정답해설 : 비슷한 두 단어의 용법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
상 빈칸 (a), (b)에는 각각 ‘찾다/시간(시간을 세는 단위)’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 (a) 取, (b) 小时이다.                      정답 ④
                                
[6~21] 의사소통 기능

6. 글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그림 고르기

  자, 저와 함께 이렇게 해봐요! 먼저 누워서 두 손으로 공을 들고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들어요, 좀 더 높이 들어요. 이렇게 1분을 하면 돼요.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글의 상황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는 문항이다. 두 손으로 
공을 들고 두 다리를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7. 대화 완성하기 

A : 이 요리 맛이 어때?
B :                   .

① 아주 맛있어 ② 천만에요 ③ 내일 가 
➃ 생일 축하해 ⑤ 지각하지 마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맛이 어떤지 묻는 A의 질문에 맛에 관해 
대답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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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문 내용 이해하기

                    여러분 함께 승마를 배워요!
ｏ 9월 5일-10월 28일(8주)
ｏ 매주 2회 수업, 1회 45분 수업
ｏ 16회 수업 총 1600위안
ｏ △△승마장에서 수업
ｏ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
   전화: 1568888×××× 

①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② 승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③ 어디에서 승마를 배우나요? ➃ 승마를 배우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⑤ 일주일에 몇 번의 수업을 하나요?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에서 승마의 장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
당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9. 대화 완성하기

학생 1: 리리,                       ?
학생 2:  앉아, 우리도 막 먹기 시작했어. 

① 내가 앉아도 돼 ② 너 요리할 줄 아니 ③ 여기 누구 있어
➃ 같이 먹을래 ⑤ 내가 네 옆에 앉아도 돼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왼쪽의 여학생이 앉으라고 말하고 있으므
로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하는데 ②번의 요리할 줄 아
니라고 묻는 말은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어제 공연 어땠어?
B : 너무 멋졌어, 너도 한 번 봐.
A : 나 다음 주 수요일에 보러 가, 표도 벌써 샀어.
B : 나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표를 사지 못했어. 

정답해설 : 대화를 읽고 대화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이다. 제시된 대화에서 A가 다음 주 수요일에 공연을 보러 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1. 대화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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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말 미안해, 실수로 네 옷을 더럽혔어. 
B :            , 돌아가서 씻으면 돼.

<보 기>
a. 안 돼     b. 괜찮아     c. 좋다     d. 괜찮아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미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B는 사과의 
표현에 대답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 : b, d’이다.               정답 ④

12.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학교에서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은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좋은 친구는 당신이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당신이 슬플 때 당신과 함께 울어줘요. 중국에 “                      ”라는 말
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친구는 아주 중요해요. 

①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② 열심히 공부해서 나날이 발전한다
③ 친구가 많으면 길을 가기가 쉽다(일을 처리하기 쉽다)  
➃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⑤ 이 산에서 보면 저 산이 높아 보인다(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해당
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3. 글의 내용 파악하기
이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 장밍입니다. 어제 제가 학교 축구 경기에 참가했는데, 귀가 후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전에 제출해야 
하는 숙제를 오늘에서야 끝마쳤고 지금 숙제를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당신의 학생 장밍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에서 장밍이 오늘 숙제를 다 해서 지금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정
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 순서대로 바르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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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두 여권을 꺼내주세요. 
B : 선생님,                      .
A :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렴.
B : 네, 제가 바로 전화해볼게요.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30분이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어요. 
A :                      , 우리는 여기서 부모님을 기다려요. 

<보 기>
a. 저 여권을 집에 두고 왔어요
b. 그럼 부모님에게 공항으로 보내 달라고 해요
c. 너희 부모님이 보내줄 수 있는지

정답해설 :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보기에 주어진 세 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문장을 나열하면 정답은 ②번 a-c-b
가 된다.                                                               정답 ② 

15. 대화 완성하기

남자 1: 너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남자 2: 그 식당은      ⒜        , 

빨리 가자.  

남자 1: 사람이 너무 많네, 우리 다른 식
당에 가자.

남자 2:　기왕에 왔으니까  　 ⒝ 　 , 
이 식당의 음식 정말 맛있어.

                (a)                       (b)
①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찼어 그럼 너 빨리 나와
② 난 여러 번 가 봤어 그럼 이곳을 떠나자
③ 아마 우리를 기다릴 거야 우리 장소를 바꿔서 먹자
④ 아마 사람들이 많을 거야 우리 집에 가서 먹자
⑤ 잠시 후면 자리가 없을 거야 우리 더 기다리자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a)에는 식당에 빨리 가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말이 자연스럽고, 
(b)에는 여기서 기다리자에 해당하는 말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6. 대화 완성하기

선생님: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말해 봐요. 
학생 1: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를 좋아하니까요.
학생 2: 저는 빵집을 열려고 해요.
학생 3: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① 어느 과목이 가장 재미있는지 ② 여름방학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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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지        ➃ 여러분은 장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⑤ 여러분은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지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선생님과 의사가 되고 싶고 빵집을 열고 싶
다고 했으므로 장래 희망을 묻는 말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7. 대화 완성하기

A :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야, 오늘 우리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거 어때?
B : 그런데 난 나가서 놀고 싶어. 왜냐하면 오늘             , 바깥 풍경도 아주 

아름다워. 
A : 그럼 우리 책 가지고 밖으로 가서 책을 읽으면서 놀자. 
B : 좋은 생각이야!   

①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② 황사가 너무 심해
③ 흐린 날은 나가서 놀고 싶지 않아  ➃ 날씨가 계속 안 좋아 
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밖에서 책을 읽으면서 놀자고 했으므로 그 
이유로 바깥 풍경이 좋은 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한다, 따라
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8. 대화 완성하기 

남자 1: 왕핑, 너 지금 전화 받기 괜
찮아?  

남자 2:　나 지하철이라서 조금 불편해,
                       .  

① 네가 저녁에 다시 내게 전화해 ② 내가 이따가 너한테 전화할게
③ 너 바로 전화 받으러 와                ➃ 너 일이 있으면 문자해
⑤ 내가 집에 가서 너한테 전화할게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지하철이라 전화 받기 불편하다고 했으므
로 나중에 전화한다에 해당한다는 말이 와야 하는데 ③번의 바로 전화하라는 말은 빈
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9.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어디가 불편한 거니? 
B :                      , 그래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마. 
A : 다행이다, 난 네가 열이 나는 줄 알았어. 

① 나 열이 나, 지금 병원에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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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 오늘 저녁에 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할 거야. 
③ 물 많이 마시고, 운동 많이 하고, 감기 조심해. 
➃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열이 나기 시작했어. 
⑤ 아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오래 했어. 
정답해설 : 대화 내용상, A의 '건강을 걱정하는 물음'에, B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
했으므로, 문맥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⑤번 : 아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오래 했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알맞다.           정답 ⑤ 

2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우리 할머니 요즘 중국어도 배우시고, 컴퓨터도 배우고 계셔. 
B : 정말이야?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A : 그러니까, 난 요즘 많은 사람들이 6, 7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아직 젊다고
    느끼고, 우리 할머니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어. 

① A의 할머니는 올해 67세이다. 
② A의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다. 
③ A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➃ A는 젋은 사람들은 마땅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A의 할머니와 A는 중국어와 컴퓨터를 공부한다. 
정답해설 :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 
는 문항이다. 즉, 대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②번 : A의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다’이다.                                                 정답 
②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여보세요, 너 드디어 귀국했구나. 네 소식 못 들은 지 정말 오래 되었어.
    잘 지냈어? 
B :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아  , 우리 한 번 만나자. 

① 많은 말을 했다. 
②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③ 말하기는 아주 쉽다. 
➃ 배가 별로 편하지 않다. 
⑤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다.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이 문맥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有一肚子话’라는 것은 '배(肚子)에 말(话)이 
한 가득(一) 있다’는 뜻으로, '有一肚子话要跟你说'는 '마음 속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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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낸다.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2~26] 문화

22. 대화의 내용 완성하기 - ‘중국어의 줄임말 표현’에 관한 설명 
남자 : 이 영화 너무 재미있다, xswl.
여자 : xswl가 뭐야?
남자 : 그런 ‘나 웃겨 죽네(xiao si wo le)’라는 말의 각 글자 발음의 첫 번째 알

파벳이야. 예를 들어, ‘nsdd’는 ‘네 말이 맞아(ni shuo de dui)’. ‘dbq’는 
뭐일지 맞춰 봐.

여자 :                     .
남자 : 맞았어.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걸 즐겨.

정답해설 :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
는 문항이다. 정답은 발음의 첫 번째 알파벳이 'dbq'인 '对不起(dui bu qi)‘①번’이다.  
                                                                      정답 ①

23.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중국의 작가 ‘차오위(曹禺)’에 관한 설명 
    차오위는 중국의 유명한 연극 작가이다, 원래 이름은 완지아바오이며, 1910년 
톈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연극을 보기 시작해서, 23살에 첫 번째 연극 
작품 ≪雷雨≫를 완성했다. ≪雷雨≫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많
은 나라에서도 공연된 경험이 있다. 그의 다른 주요 작품에는 또 ≪日出≫,≪原野
≫, 그리고 ≪北京人≫ 등이 있다. 
                                  * 话剧 : 연극 * 作家 : 작가 * 作品 : 작품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④번 수상 경력’이다. 
                                                                      정답 ④

24.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두보초당(杜甫草堂)’에 관한 글
     두보초당은 쓰촨성 청두시에 있다, 중국의 대시인인 두보가 청두에 있을 때 
머물렀던 적이 있는 곳이다. 안사의 난이 발생한 후, 두보는 청두에 왔고, 여기에
서 생활할 때 많은 시를 썼다. 지금 두보초당은 청두의 유명한 곳 중 하나이며, 매
년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러 이곳에 온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번 b, c'이다.                  정답 ③   

25. 글의 내용 이해하고 해당 그림 찾기 : '위엔바오(元宝)'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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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중국이 예전에 사용했던 일종의 돈이며, '위엔바오'라고 한다. 그것의 모양은 
작은 배와 같으며, 중간에 높직한 부분이 있는데, 마치 통통한 복부처럼 생겼다. 

정답해설 : '위엔바오(元宝)'에 대한 설명으로, 선택지 중에서 '(물에 뜨는)배 모양이면
서, 중간이 통통한 복부처럼 솟아있는 형태'를 나타낸 그림은 ③번이다.      정답 ③

26.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하얼빈(哈尔滨)’에 관한 설명
    하얼빈은 중국의 동북쪽에 있다, 헤이룽장성의 가장 큰 도시이며, 중국 동북 3성의 중
요한 경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하얼빈은 또 얼음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겨울에
는 여기에서 얼음 등과 눈 조형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눈과 얼음을 이용한 행
사에 참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한국은 하얼빈과도 관련이 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바로 하얼빈역에 있어서, 하얼빈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이곳을 참관하러 가게 
된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①번 중국의 가장 북
쪽에 위치한다.'이다.                                                    정답 ①

[27~30] 문법 

27. 주어진 낱말 바르게 배열하기 - '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 어제 너 등산 갔던 거, 어땠어? 
B : 엄청 힘들었어요, 전 다시는 등산 하지 않으려고요. 

<보 기>
a.  ~ 하지 않다      b. 다시     c. ~ 도, 역시

정답해설 : '再也 A' 는 '더 이상은, 다시는 A 하다'는 의미로, 뒤에 '부정적 의미'의 
표현이 온다. 그러므로, 바른 문장 표현은 '再也不~(다시는 ~ 하지 않다)'이다. 정답은 
'b – c - a'로 ④번이다.                                                정답 ④

28.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형용사 중첩'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언니는 나보다 아름답다. 
b. 우리 학교는 굉장히 깨끗하다. 
c. 그는 즐겁게 학교에 갔다. 
d. 시험을 칠 때 교실 안은 아주 조용하다. 

정답해설: '형용사 중첩'의 기능/목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형용사 중첩'의 목적은 그 형용사가 가지는 의미의 '정도를 강조/심화'하는 것이다. 
즉, 중첩 자체가 '매우, 굉장히, 정말'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도 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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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는 문장(비교문 - a)이나, 정도 부사가 이미 있는 문장(b)에는 형용사 중첩
표현을 하지 않는다. 바르게 쓰인 문장은 '⑤번 c,d'이다. 
a. 姐姐比我漂漂亮亮。      언니는 나보다 매우 아름답다. (X)          
   → 姐姐比我漂亮。       언니는 나보다 아름답다. 
b. 我们学校非常干干净净。  우리 학교는 굉장히 매우 깨끗하다. (X)
   → 我们学校非常干净。   우리 학교는 굉장히 깨끗하다.                정답 ⑤

29. 잘못된 문장 표현 찾기 - ‘임박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기차는 곧 출발한다. 
② 곧 수업을 마친다. 
③ 야구 경기는 곧 시작한다. 
④ 우리는 내년이면 졸업한다. 
⑤ 그는 다음 달에 곧 결혼한다.    
   他下个月快要结婚了。     (X)
   → 他下个月就要结婚了。
정답해설 : '곧 일어날 일'임을 나타낼 때, '임박태 - 要 A 了'를 써서 나타내는데,
'임박함'을 더할 때, '快',나 ‘就'를 더하여 '就要 A 了 / 快要 A 了'로 표현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될 경우, '快要 A 了'는 쓸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이 옳지 않은 문장은 ⑤번이다.                            정답 ⑤

30.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쓰인 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왕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신다. 
b. 엄마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준다. 
c. 한국팀은 중국팀을 두 골 이겼다. 

정답해설 :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쓰인 문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
가하는 문항이다. 바르게 쓰인 문장은 '④번 a,c'이다. 
* 이중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의 형식 : 주어 + 술어 + 간접 목적어 +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b. 妈妈告诉一个好消息。           엄마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준다. (X)  
  → 妈妈告诉你一个好消息。       엄마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O)  
     (∵ '告诉(A에게 B를 알리다)’는 뜻의 동사이며, 이 동사는 간접 목적어인 
         '소식이나 정보를 알리는 대상'을 절대 생략하여 표현할 수 없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