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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해당 성모 / 운모 조합 한자 찾기  
              d         m          ī           ào

정답해설 : 제시된 성모(d, m)와 운모(ī, ào)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의 해당 
한자를 고르는 문제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①

2. 성조 배열이 같은 한자 찾기
모두에게 환영을 표현합니다!

<보 기>
a. 힘내다    b. 연필     c.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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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른 한자 표기 판별하기
a. 텔레비전의 뉴스가 모두 끝났다.
b. 나는 녹차가 매우 맛있다고 생각해. 
a. 어제 시합은 매우 멋졌어.
b.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정답해설 : a, c의 바른 중국어 표기는 각각 a. 新间 → 新闻, c. 静彩 → 精彩이다. 
즉 옳은 한자 표기는 ④ b, d이다.                                       정답 ④
 
4.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ｏ 그녀는 가다가다, 방향을 잃어버린 걸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ｏ 그는 요즘 게임에 빠져서, 매일 한번 놀면 네 다섯 시간을 한다.

정답해설 : 다의어 ‘迷’의 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첫 
번째 빈칸에는 ‘(방향, 길 등을) 잃다, 헷갈리다’는 의미의 '동사'가, 두 번째 빈칸에는 
‘빠지다, 심취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다의어 ‘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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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답 ④

5. 빈칸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ｏ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매우 기뻐했다.
ｏ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어.

        (a)  (b)    
①  차이가 나다, 모자라다                    합계가 ~다, 모두, 전부 
②  매우 ~하다, 나쁘다, 고장 나다            일체의, 모든                      
③  매우 ~하다, 죽다                         합계가 ~다, 모두, 전부 
④  차이가 나다, 모자라다                    일체의, 모든
⑤  매우 ~하다, 나쁘다, 고장 나다             일체의, 모든
정답해설 : 비슷한 두 단어의 용법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
상 빈칸 (a)에는 각각 ‘매우 ~하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坏， 死  모두 가능하
며 坏， 死는 모두 형용사나 심리 동사 뒤에서 정도 보어로 쓰일 수 있다. (b)에는 '
모든’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一共은 보통 숫자의 합계를 나타내고, 
一切는 뒤의 나오는 명사의 전체 범위를 지칭하므로 정답은 ⑤ (a) 坏, (b) 一切이다.  
                                                                      정답 ⑤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여기 오르기 쉽지 않네, 나의 손을 잡아, 놓지 마.
B : 좋아! 잡았어. 네가 날 도와줘서, 내가 오를 수 있었어.

정답해설 : 산을 오르며(爬） 손을 잡는（拉手） 사진은 ②번이다.                  
                                                                      정답 ②

7.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미안해, 내가 컵을 깨뜨렸어.
B :                          , 다음에는 조심해.

① 괜찮아        ② 고마워할 필요 없어
③ 조금 깎아주세요 ➃ 눈이 오려 해
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정답해설 : A는 杯子(컵)을 弄破(깨뜨렸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니, 문맥상 정답은 
①没关系(괜찮아)이다.                                                 정답 ①



3

8. 빈칸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표현 찾기 

A : 커피숍은 어디 있어? 찾기 너무 어렵네!            (a)             .
B :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A : 잘 왔네,            (b)        바로 도착해.
B : 좋아, 그럼 빨리 가자.

                (a)                       (b)
① 핸드폰으로 지도를 좀 찾아봐 앞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②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게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③ 전화 걸어 좀 물어보자                    아직 먼 길을 가야해
④ 커피숍에 사람이 많다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
⑤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어                  그 상점은 바로 앞쪽에 있어
정답해설 : 왼쪽 그림에서 대화 (a) 이후 오른쪽 그림에서 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
며, 오른쪽 그림에서 没走错(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며 马上就到了(곧 도착한다)
라고 답하였으므로 문맥상 정답은 ①이다.                                정답 ①

9. 대화 내용 완성하기 
问 : 저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요. 그런데 열은 안나요. 저는 감기에 걸린 건가

요?
李阳 : 당신의 상태를 보니,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계절이 바뀔 때 감기에 걸리
기 쉬워요. 지금은 열이 안 나니, 먼저 집에서 며칠 쉬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
시는 게 좋아요, 배와 같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만약 여전히 낫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 보세요. 

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② 배와 같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③ 지금 열이 나니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
④ 계절이 바뀔 때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⑤ 여전히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 보도록 한다 
정답해설 : 李阳의 답변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你现在没发烧(지금은 
열이 안난다)고 했으니 정답은 ③이다.
                                                                      정답 ③

10.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너는 컴퓨터 앞에 앉아, 또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하니?
B : 아니야,                         , 나 지금 온라인 수업 들어야 해.
A : 그래? 그럼 수업 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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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 놀 시간이 없어 ② 오늘은 온라인 수업이 없어
③ 빨리 와서 나와 게임 하자 ➃ 너 나에게 게임 하는 것 가르쳐 줘
⑤ 저 온라인 수업 다 들었어요
정답해설 : A가 게임 하려고 하냐고 묻자 B는 哪儿啊!(아니야!)라고 대답하며 A의 말
을 부정하며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 문맥상 들어갈 말은 ①번이다.       
                                                                     정답 ①

11.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다음 주 동창회, 모두가 나보고 준비하라고 하네. 네가 보기에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B : 이 방면은 네가 계속 잘해왔잖아,                     , 모두가 너의 의견을  
    따를 거야.

<보 기>
a. 나 네 수법에 안 넘어가
b. 이번엔 네 말이 맞는 걸로 할게
c.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d. 너 혼자 알아서 하면 돼

정답해설 :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문맥상 알맞은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
가하는 문항이다. B가 ‘这方面你一直做得不错, 大家都会听你的(A가 잘해왔고, 모두 
너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했으니 문맥상 B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된다는 c,d
가 알맞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2.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날씨가 추워졌어, 나 오늘 너에게 옷을 조금 보냈어.
B : 너무 좋다, 하루 이틀 지나면 받을 수 있지?
A : 곧 중추절이라,                       . 그래서 최소한 5~6일은 걸릴 거야.

① 오늘 나 물건을 안 부쳤어
② 중추절은 이미 지나갔어
③ 최대한 2~3일 걸릴 거야  
➃ 내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야
⑤ 물건 부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
정답해설 : 곧 중추절이 다가오고, A의 마지막 대화에 최소 5~6일은 걸린다며 B가 
예상한 하루 이틀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나와야 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 

13.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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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제 뒤에 많은 분이 공연을 보고 있는데요, 유명한 분이 와서 노래
를 부르는 것 같네요, 그녀가 있는 곳이 여기서 조금 멀어서,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도 매우 궁금하죠? 좋아요, 
저와 함께 가서 공연을 봅시다.

①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② 여러분들 계속 여기 서서 들으세요
③ 그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볼 수가 없네요
➃ 이 공연 우리 보지 맙시다     
⑤ 노래하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정답해설 : 그림과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
는 문항이다. 그림에서 핸드폰을 들고 멀리서 공연을 찍고 있으며 글에서 '她那边离
这儿有点远(공연하는 분이 있는 곳과 이곳의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
에 가까이 가서 보자고 하니 문맥상 알맞은 것은 ③이다. 즉 거리가 멀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가까이 가서 공연을 보자는 내용이다.                       정답 ③  
                                                                              
                      
14.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당신의 물건은 사백구십팔 원입니다. 만약 오백 원을 채우면, 오늘 우리 상점

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증정합니다.
B : 정말요?                                 。
A :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오백 원이 되었네요, 물건을 다 사신 후에 작은 가방 하

나를 받아가세요.
① 우리 집에는 여러 종류의 가방이 아주 많아요
② 이런 작은 가방을 준다면, 나도 받고 싶지 않아요
③ 오늘 상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➃ 그럼 전 이 삼원 짜리 물건을 더 살게요.
⑤ 가방이 쉽게 더러워지니,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해요
정답해설 : 대화 내용상 A가 물건을 조금 더 사서 오백원을 채우면 상점에서 작은 가
방을 준다고 하고 B가 대답한 후 A가 오백원이 되었으니 가방을 받아가라고 하므로 
문맥상 부족한 돈을 채워 오백원을 채우는 ➃번 문장이 들어가는 게 알맞다.
                                                                      정답 ➃  

15. 광고문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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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뤄보세요, 누가 중국요리를 더 잘하나!

 시합 시간: 2020년 12월 19일(토요일) 09:00-12:00
 시합 장소: △△활동중심
 시합 조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참가
           각 팀은 요리 1개와 국 1개 완성하기
 ◦ 고등학생이면 모두 참가 가능
 ◦ 음식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준비할 필요 없음
 ◦ 12월 10일 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

    연락 전화 : 1568888××××
    웹 싸이트 : www.△△zuocai.com

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한다.
② 참가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다.
③ 각 팀은 요리 세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④ 경연은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진행한다.
⑤ 참가자는 요리 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 광고문의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각 팀은 세 가지 요리가 아닌 요리 하나와 국 하나
(每组完成一菜一汤)를 만들어야 하므로 광고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번이
다.                                                                    정답 ③
 
16. 게시글 내용 이해하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물을 한번 받아 많이 쓰기, 쌀을 씻은 물을 야채를 씻는 데 또 쓰기
◦ 물을 사용할 때,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않기, 사용하지 않으면 잠그기
◦ 옷은 되도록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빨기, 여러 번 나누어 빨지 않기.

① 어떻게 더 즐겁게 놀 수 있는지     ②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물을 절약하는지 
③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➃ 학습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정답해설 : 제시된 3가지 설명 모두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
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정답 ②

17. 대화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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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오늘 점심을 조금 먹은 것 같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
B : 나도 그래. 우리 편의점에 가서 뭐 먹을 것을 좀 사고, 먹고 나서 다시 책을 보자.
A : 좋아, 우리 바로 사러 가자. 

① A는 B에게 무엇을 좀 대접하고 싶다.
② B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
③ A와 B는 음식을 먹은 뒤 책을 볼 예정이다.
➃ A와 B는 자주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             
⑤ 점심 식사가 맛이 없어서 A는 많이 먹지 않았다.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
는 문항이다. A와 B는 점심을 조금 먹어서 배가 고프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책을 볼 예정이라는 대화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왕강이 늘 우리 같이 여행 가자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걔도 이 말이 입

에만 걸려있다니까.
B : 내 말이. 지금까지 걔가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나도 걔가 사실은 우리랑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①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②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 
③ 무슨 일이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➃ 말하기도 그렇고, 말하지 않기도 그렇다.
⑤ 그저 말만 하고, 진짜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이 문맥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말이) 입에만 걸려있다.’는 것은 말로만 하
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상응하는 정답은 ⑤번
이다.                                                                 정답 ⑤ 
 

19. 글의 내용 완성하기
 사람들은 자주 “흥미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________________, 당신이 더 잘,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으면
②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
③ 사람과 인사하는 법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면 
➃ 무엇을 배우든 쓸모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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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이다. 흥미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의미가 통하므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다’라는 내용의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20.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아빠, 엄마, 저 리리에요. 일하게 된 뒤, 첫 월급을 받게 되어서, 선물을 사서 
두 분께 보내드려요. 저는 상해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도 매우 
만족스러워요. 두 달이 지나면 두 분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두 분 모두 건강 유의
하세요!

① 리리는 상해의 어느 지역에 사는가?       
② 리리는 한 달에 일반적으로 얼마를 쓰는가?                     
③ 리리가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가? 
➃ 리리의 선물은 어느 상점에서 산 것인가? 
⑤ 지금 하는 일을 리리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
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⑤ ‘지금 하는 일을 리리는 어
떻다고 생각하는가?’이다.                                               정답 ⑤ 

2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 순서대로 바르게 찾기
A : 망했다! 내 은행 카드는?                          
B : 너 잘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사용한 곳이 어디였어? 
A : 방금 서점에서 사용했고,                          
B : 그래?                          
A : 그럴 가능성이 있어, 내가 바로 가서 살펴볼게.

<보 기>
a. 그리고 난 뒤엔 다시 사용한 적이 없어.
b. 그럼 분명히 그곳에서 잃어버렸겠는데?
c. 어째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지? 

정답해설 :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보기에 주어진 세 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문장을 나열하면 ‘c(어째서 갑자기 보
이지 않는 거지?) - a(그리고 난 뒤엔 다시 사용한 적이 없어.) - b(그럼 분명히 그곳
에서 잃어버렸겠는데?)’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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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문화

22. 글의 내용 이해하고 해당 그림 찾기 : 전통 예술 - 内画(내화:투명한 용기 안쪽 
벽에 그린 그림) 

  이것은 중국 전통 예술의 일종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매우 높은데, 작은 병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동물, 꽃 등 각종 예쁜 도안들을 그려낸다. 

정답해설 : 본문은 중국의 전통 예술인 ‘内画(내화)’에 대한 설명으로 선택지 중에서 
내화를 나타낸 그림은 ②번이다.                                       정답 ②

23.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开封(개봉)’에 관한 설명 
  개봉은 “汴”이라고도 부르며, 하남성 동쪽에 위치하고, 후량, 후주, 북송 등의 
왕조의 수도였으며, 이미 4천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개봉에는 淸明上河園,
開封府 등 적지 않은 유명한 곳이 있으며, 매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여
행을 온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인구’이다.     정답 ③

24. 대화 내용 완성하기 : 北京 지명의 유래 
A : 북경의 지명 중에 花市大街，米市大街，灯市口등의 이런 이름들은 모두 어떻

게 생긴 걸까?
B : 이 지역들은 예전에 모두 시장이었는데, 주로 꽃, 쌀 등의 물건을 팔았       
  어, 이 지명들은 옛 북경의 _______과(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① 경제활동 ② 예술발전   ③ 날씨변화    ➃ 학교생활 ⑤ 경극공연
정답해설 : 북경의 일부 지명들이 예전 꽃, 쌀, 등등의 물건을 거래하던 시장이 있던 
장소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이므로 경제활동이 정답이다.                    정답 ① 

25.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布币(포폐)’에 관한 설명

  布币는 중국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돈으로, 모양은 삽처럼 생겼으며, 몇 가지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원래 매우 무거웠는데, 후에 가벼워지고, 작아졌으며, 
윗면에는 돈이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또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 전통 사회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보 기>
a. 가볍고 작게 변화했다.                    b. 중국 최초의 화폐이다.
c. 모양이 삽과 비슷하다.                    d. 제작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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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모양이 삽처럼 생겼으며, 원래는 무거웠으나 점차 가벼워지고, 작아졌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 a, c이다.                                정답 ②

26. 인물 설명 이해하기 – 중국의 지리학자이자 여행가 ‘徐霞客(서하객 Xú Xiá kè)’
에 대한 설명 
  徐霞客는 중국의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이다. 그는 강소에서 출생했으며, 
20여 세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여 30여 년의 시간 동안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徐霞客游记》를 완성했는데, 책에서 중국 
각지의 지리 상황을 소개하였다. 책에서 제1편의 일기를 쓴 날짜가 5월 19일인데, 
이날은 현재 중국 관광일로 지정되었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5월 19일은 徐霞客의 출생일이 아니라 그가 
제1편의 일기를 쓴 날짜이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27~30] 문법 

27. 조동사의 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 이것은 너의 잘못이야,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돼. 
B : 알았어, 다음부터는 반드시 주의할게.

<보 기>
a. 하다        b. 마땅히~해야 한다      

c. 동사・형용사, 다른 부사 앞에서 부정을 표시
정답해설 : 조동사의 부정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사 ‘不’을 사용하는데, 이때 부정사 
‘不’은 조동사 ‘应该’ 앞에 위치한다. 동사‘做’는 조동사의 뒤에 위치하므로 바르게 배
열하면 c - b - a의 순서가 된다.                                      정답 ⑤

28.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비교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그의 어디가 너만큼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니! 
b. 그녀의 방은 내 방보다 매우 깨끗하다.
c. 오늘은 어제만큼 조금 시원하지 않다.
d. 우리는 그들보다 30분이나 빨리 왔다. 

정답해설 : 비교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비교문은 두 대상
의 상태를 비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정
도부사 ‘很，非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정도의 심함을 나타낼 때는 ‘更, 还’ 등
을 사용한다. 또한 ‘A+有／没有+B+(这么那么)+형용사’의 비교문에는 형용사 뒤에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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点儿’과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②
                                                        
b. 她的房间比我的非常干净。그녀의 방은 내 방보다 매우 깨끗하다. (X) 
   → 她的房间比我的更干净。그녀의 방은 내 방보다 더 깨끗하다.         
c. 今天没有昨天凉快一点儿。오늘은 어제만큼 조금 시원하지 않다. (X) 
   → 今天没有昨天凉快。오늘은 어제만큼 시원하지 않다.

29. 가능보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집에 따뜻한 물이 없어서, 나는 목욕을 할 수 없다. 
   → 家里没有热水，我洗不了澡。     
② 너 먼저 말하지 마, 내가 맞출 수 있어.       
③ 내일의 파티에 당신은 참가하실 수 있나요? 
➃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⑤ 저녁 8시 전에 그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답해설 : 가능보어는 동사의 뒤에 위치하는데 가능보어의 특수형태에 속하는 ‘得了
/不了’ 역시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 하지만 ‘洗澡’는 동사와 목적어가 결합된 이합
사이므로 ‘不了’는 동사인 ‘洗’뒤에 위치해야 한다.                        정답 ①
                                                                     

30.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형용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이 일은 하려고 하니, 나를 너무 곤란하게 한다.
b. 그는 매일 바쁘게 일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 
c.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이, 그녀를 너무 괴롭게 했다. 

정답해설 : a. '困难‘은 ’곤란하다, 어렵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뒤에 목적어 ’我‘를 가
질 수 없다. b. ’忙‘은 ’바쁘다‘라는 형용사 외에도 ’(어떤 일을) 서두르다, 바쁘게 하
다‘는 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c. ’苦‘는 ’쓰다, 괴롭다‘는 형용사 외에도 ’고생시키다, 
괴롭게 하다‘는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苦‘는 동사이므로 동태조사 
‘了’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옳은 문장은 b, c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