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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독일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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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모음의 장단 구별하기

[해설] 모음 다음에 자음이 2개 이상 오면 짧게 발음되며, 
모음+h, 모음+1개의 자음, 이중모음일 때는 길게 발음 
된다.

2.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구별하기

[해설] 자음 b는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 [p]로 발음된다.

3. [출제의도] 강세의 위치 알기

[해설] 대부분 첫음절에 강세가 있으나 비분리 동사의 경우 
비분리 전철 다음 음절에 강세가 있다.

4. [출제의도] 동사의 쓰임 이해하기

[해설] Klavier spielen(피아노를 치다)
5. [출제의도] 부사어의 쓰임 이해하기

[해설] 
A : 너 벌써 대학생이니?
B: 아니야,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① 자주 ③ 항상 ④ 벌써 ⑤ 후에
6. [출제의도]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이해하기

[해설] 
그녀는 나의 (외)조부모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녀는 나의 이모(고모)이다.

① 삼촌 ③ 어머니 ④ 오빠 ⑤ 언니

7. [출제의도] 전치사의 쓰임 이해하기

[해설] 도시명 앞에 위치를 나타낼 때는 in, 방향을 나타낼 
때는 nach를 사용한다.

나는 베를린에 1주일간 머물고 나서 파리로 간다.

8. [출제의도] 정관사의 쓰임 이해하기

[해설] 남성 정관사 1격은 der를 사용한다.
A: 그 남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B: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습니다.

9. [출제의도] 명령문 쓰임 이해하기

[해설] du에 대한 명령형은 동사의 어간을 사용한다.
다니엘, 나한테 좀 와 봐!

10. [출제의도] 3격 지배동사의 활용 이해하기

[해설] helfen, gefallen동사는 3격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저 좀 도와 주세요!
∘하이델베르크가 내 마음에 든다.

11. [출제의도] 불규칙 동사의 인칭변화형 활용하기

[해설] essen → du isst
A: 너는 점심에 무엇을 먹을 거니?
B: 나는 슈니첼을 먹을거야.

12. [출제의도] 식사 인사말 이해하기

[해설] 
맛있게 먹어!
고마워, 너도 맛있게 먹어!

① 왼쪽으로! ② 고맙지만 사양할게.④ 차표 주세요! ⑤ 앉
으세요!

13. [출제의도] 거절의 표현 활용하기

[해설] 
A : 너 내일 시간 있니?
B: 왜?
A: 너와 함께 영화 보려고 해.
B :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그때 나는 공부해야 해.      

① 가능해 ② 맞아 ③ 동의해 ④ 옳아 

14. [출제의도] 대화의 분위기나 의도 이해하기

[해설] 
A : 토요일이 나의 생일이야. 5시에 파티를 열어. 올 거

니?
B: 그래, 물론이지! 고마워.

15. [출제의도] 안부 인사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너 오늘 어떠니?
B: 그다지 좋지 않아.

① 그것은 내 것이야 ② 오늘 날씨가 추워 ③ 맛이 좋아 ⑤ 
나는 오늘 학교에 가

16. [출제의도] 그림 내용 이해하기

[해설] 
A : 그녀는 무엇을 입고(착용하고) 있습니까? 
B : 그녀는                   을(를) 입고 있습니다.

① 구두 ② 바지 ③ 모자 ④ 원피스 ⑤ 안경
17. [출제의도] 질병 관련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어디가 아프십니까?
B: 눈이 아픕니다.

① 무엇을 보세요 ② 뭐하니 ③ 무엇을 할 계획이니 ⑤ 무
엇을 선물합니까

18. [출제의도] 가격 묻기 표현 이해하기

[해설] 가격을 물을 때는 wie viel을 사용한다.
A: 이 공책 얼마입니까?
B: 2유로입니다.

① 몇 살 ② 얼마나 자주 ③ 얼마나 멀리 ⑤ 얼마나 오래

19. [출제의도] 시간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몇 시입니까?
B: 9시 15분입니다.

① 8시 30분 ② 9시 30분 ③ 7시 45분 ④ 8시 15분

20. [출제의도] 길 안내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실례 합니다, 대학을 찾고 있는데요.
B: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런 다음 곧장 가세요.

21. [출제의도] 시간 관련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언제 그가 돌아옵니까?
B: 일요일에요.

② 백화점에서 ③ 역으로 ④ 기차를 타고 ⑤ 한 달에 두 번

22. [출제의도] 표지판 내용 이해하기

[해설] 
여기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① 흡연하다 ② 음악을 듣다 ③ 택시를 타다 ④ 어떤 것을 
마시다
23. [출제의도] 질문과 대답 표현 이해하기

[해설] 
① A : 이름이 뭐니?
   B : 파울이야.
② A : 그는 무엇을 좋아하지?
   B : 운동을 좋아해.
③ A : 이것은 무엇입니까?
   B : 이것은 재미있습니다.
④ A : 너의 주소가 어떻게 되니?
   B : 괴테 가(街) 6번지야. 
⑤ A :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B : 교사입니다.
24. [출제의도] 권유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A : 너 배고프니?
B: ㄴ. 아니, 목이 말라.
A: ㄷ. 주스 한잔 마실래?
B: ㄱ. 그래, 좋아. 고마워.
A: 천만에.

25. [출제의도] 편지 내용 이해하기

[해설]

2008년 10월 9일 마인츠에서
보라에게.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안타깝구나. 안녕, 한국
에서 잘 지내! 네가 다시 돌아오기 바란다. 
인사를 전하며

율리아가
26. [출제의도] 날씨 관련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오늘 함부르크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B : 비가 옵니다.

 ② 눈이 옵니다 ③ 날씨가 좋습니다 ④ 눈이 옵니다 ⑤ 햇
빛이 빛납니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안녕, 내 이름은 슈테피야. 18살이고 본에 살아. 나는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해. 독일어나 프랑스어
로 편지하기를 원해. 너희들은 16살에서 18살이면 좋겠
어. 나는 자전거를 즐겨 타고 휴가 중에는 주로 산에 가
는 것을 좋아해.

28. [출제의도] 표지판 내용 이해하기

[해설] 
방과 조식 포함 59유로부터

29. [출제의도] 독일의 연방주 이해하기

[해설] 
독일은 16개 주가 있다. 바이에른은 가장 큰 주이고 남
쪽에 위치하고 있다. 뮌헨은 이 주의 수도이고 10월 축
제로 유명하다.

30. [출제의도] 독일의 명소 이해하기

[해설] 
이것은 라인 강변의 쾰른에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
명한 오래된 건축물이고 독일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① 그림형제 동상 ② 브란덴부르크 문 ③ 쾰른 대성당 ④ 
홀스타인 문 ⑤ 백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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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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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철자와 발음의 관계 알기

[해설] coréen의 en은 [ɛ̃]으로 발음된다. ain은 [ɛ̃]으로, 
en, an, em은 [ɑ̃]으로 발음된다.

2.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알기

[해설] 단어의 마지막 자음은 대체로 발음되지 않지만, 문
장을 읽을 때 모음이나 무음 h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는 마지막 자음을 발음한다. 이 현상을 연독이라고 하
는데, 연독할 때 철자 s, x는 [z]로, d는 [t]로 발음된
다. 한편 neuf는 heures 앞에서 [v]로 연독된다. 

3. [출제의도] 철자 파악하기

[해설] poisson(물고기), avion(비행기), crayon(연필)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철자는 on이다.

4. [출제의도] 동사 찾기

[해설] regarder la télé : TV를 보다
사람들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TV를 보고 음악을 듣는
다.

① 쓴다 ② 먹는다 ③ 말한다 ④ 노래한다 

5. [출제의도] 요일과 관련된 어휘 알기

[해설] 
일주일은 7일로 되어 있다 : 월, 화 …… 일요일.

① 년(年) ② 분(分) ③ 계절 ④ 요리 

6. [출제의도] 어휘 알기

[해설] chocolat(초콜릿), café(커피), sac(가방), cravate
(넥타이), chapeau(모자)

7. [출제의도] 동사 활용하기

[해설] acheter는 1군 변칙동사이다. acheter의 동사변화 : 
j'achète, tu achètes, il/elle achète, nous achetons, 
vous achetez, ils/elles achètent

그녀는 숙모를 위해 꽃을 산다.

8. [출제의도] 지시형용사 알기

[해설] 지시형용사의 용법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남성 단
수명사 앞에서는 ce, 모음이나 무음 h로 시작되는 남성 
단수명사 앞에서는 cet, 여성 단수명사 앞에서는 cette, 
복수명사 앞에서는 ces를 사용한다.

◦ 저 새는 니꼴라의 것이다.
◦ 저 남자는 아주 친절하다.

9. [출제의도] 강세형 인칭대명사 알기

[해설] 강세형 인칭대명사는 moi, toi, lui, elle, nous, 
vous, eux, elles가 있고, aussi와 함께 쓰일 때는 강세
형을 사용한다.

A: 우리 아빠는 축구를 하셔. 너희 아빠는?
B: 그도 그래, 모든 운동을 좋아하셔.

10. [출제의도] 부정의 de 알기

[해설] Il n'y a plus 다음의 명사 앞에는 부정의 de를 사용
한다.

A: 표 두 장 주십시오!
B: 죄송합니다만, 좌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1. [출제의도] 정관사 형태 알기

[해설] 남성단수 명사 앞에는 le, 여성단수 명사 앞에는 la, 
모음이나 무음 h로 시작하는 단수명사 앞에는 l', 복수
명사 앞에는 les를 사용한다. 

① 문을 닫으세요. ② 난 병원에 간다. ③ 그는 영어를 배운
다. ④ 나는 시험을 준비한다. ⑤ 그 바지는 비싸지 않다.

12. [출제의도] 부탁하기

[해설] 
A : 두 번째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B: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① 고마워요. ②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③ 기꺼이! ④ 
물론이죠. ⑤ 천만에요.

13. [출제의도] 사실자료 이해하기

[해설] 
A :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B: 저기 있어!

14. [출제의도] 안부 묻기

[해설] 
A :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B: 잘 지냅니다. 당신은요?
A: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안녕! ② 잘 지내니? ③ 여보세요, 당신이세요? ④ 이따 
봐요!

15. [출제의도] 시간 알기

[해설]  
A : 몇 시인줄 알아?
B: 응, 12시 반이야.

16. [출제의도] 계획 말하기

[해설] 
A :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니? 
B : 올리비에랑 자전거 탈거야.

① 괜찮아요 ② 매우 만족스러워 ③ 7월 1일이야 ④ 참 좋
은 생각이네

17. [출제의도] 위치 묘사하기

[해설] en face de~ : 맞은 편에, à côté de~ : 옆에, 
entre~ et~ : 사이에 ① 교회는 공원 맞은 편에 있다. 
② 호텔은 학교 맞은 편에 있다. ③ 공원은 가게 옆에 
있다. ④ 우체국은 호텔과 교회 사이에 있다. ⑤ 가게는 
우체국과 공원 사이에 있다.

18. [출제의도] 내용 이해하기

[해설] 
1번에 이름을 쓰시고, 2번에 출신국가 명을 쓰십시오. 
그리고 3번에 나이를 쓰십시오.

[19~20]

 오딜은 신문기자이다. 그녀의 남편 베르나르는 교사이
다. 그들은 아이가 세 명 있다. 쥘리는 고등학생이고, 책
을 좋아한다. 마띠유는 운동을 잘 하지만 테니스는 좋아
하지 않는다. 엘로디는 금발이고 노래를 잘한다. 그들은 
정원이 딸린 큰 집에 살고 있다. 

19. [출제의도] 가족관계 묘사하기

[해설] 
마띠유는 쥘리의 남자 형제이다.

① 삼촌 ③ 여동생 ④ 사촌 ⑤ 부인 

20. [출제의도] 내용 이해하기

21. [출제의도] 기호 표현하기

[해설] 

 ~ 을(를) 좋아한다 매우 약간 전혀
 식당에 가기 ❑ ❑✗ ❑
 박물관 가기 ❑ ❑ ❑✗
 영화 보기 ❑✗ ❑ ❑
 산책하기 ❑ ❑✗ ❑

① 영화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② 식당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③ 산책하기보다 영화보기를 좋아합니다. ④ 
박물관에 가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⑤ 박물관에 
가는 것보다 식당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22. [출제의도] 교통수단 이해하기

[해설] 
A : 약속 시간에 늦었어! 택시를 탈까?
B: 안돼, 지하철을 타야 돼. 그것이 더 빨라.

① 녹차 ② 치마 ④ 케이크 ⑤ 점심식사

23. [출제의도] 안내문 이해하기

[해설] 
바네사의 콘서트가 올림피아에서 9월 9일에 열립니다. 
전화번호는 01 47 86 58 95입니다. 서두르세요!

24. [출제의도] 출신지 알기

[해설] 
A :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B: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② 어디 사세요 ③ 언제 오세요 ④ 무슨 일입니까 ⑤ 무슨 
색깔입니까

25. [출제의도] 대화의 순서 알기

[해설] 
A : 라파엘의 새 여자 친구 아니?  
B : ㄴ. 아니. 그녀는 어때?
A: ㄷ. 키가 작고 갈색머리야. 매우 예쁘게 생겼어.
B : ㄱ. 대학생이니?  
A: 응, 전공이 피아노야.

26. [출제의도] 정보 이해하기

[해설] 
떼오는 Paris에 있다. 수업은 10시 20분에 끝난다. 그는 
Dol에 가려고 한다. 그는 오후 4시 30분 이전에 도착하
고 싶어한다.

27. [출제의도] 물건 사기

[해설] 
A : 아가씨, 뭘 드릴까요?
B: 크루아상 세 개와 바게트 두 개 주세요.
   얼마입니까?
A: 6 유로입니다.

① 더 있습니까 ② 전부입니까 ③ 언제입니까 ⑤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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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제의도] 프랑스의 건축물 알기

[해설] 
 루이 14세, 15세, 16세의 성입니다. 이 성은 파리 남서
쪽에 있습니다. 멋지고 커다란 정원들이 있습니다. 정원
에는 그랑 트리아농과 쁘띠 트리아농이 있습니다.

① 앙브와즈 성 ② 발랑세 성 ③ 베르사이유 성  ④ 샹보르 
성 ⑤ 슈농소 성

29. [출제의도] 제스처 알기

[해설] 
A :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B: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① 빵점이야/아무것도 없어/제로야 ② 저런/아이쿠/어쩌
나(놀람의 표시) ③ 거짓말이지?/난 너를 못 믿겠어 ④ 짜
증나

30. [출제의도] 프랑스의 도시 알기

[해설] 
A : 휴가 때 어디 가니? 
B : 샤모니에 가.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고 싶거든. 게다

가 몽블랑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

[스페인어Ⅰ]

1 ① 2 ⑤ 3 ② 4 ① 5 ⑤

6 ④ 7 ② 8 ② 9 ① 10 ③
11 ② 12 ③ 13 ④ 14 ③ 15 ①

16 ⑤ 17 ① 18 ⑤ 19 ② 20 ②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①

26 ③ 27 ⑤ 28 ③ 29 ② 30 ④

1. [출제의도] 강세 구별하기

[해설]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와 n, s로 끝나는 단어는 끝
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오고, 그 외의 자
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온
다.

2.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 구별하기

[해설] ① /ㄹㄹ/ ② /ㅆ/ ③ /ㅎ/ ④ /ㄲ/ ⑤ j/ㅎ/, h/

묵음/

3. [출제의도] 낱말의 철자 알기

[해설] cinco, reloj, enero → ojo(눈)

4. [출제의도] 가족 관계 어휘 알기

[해설] 

알레한드라는 내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그러므로 그
녀는 나의 이모이다.

② 손녀 ③ 사촌 ④ 할머니 ⑤ 조카

5. [출제의도] 사물에 대한 설명 이해하기

[해설] 

필기하는 책 모양의 종이 묶음. 
① 컵 ② 주스 ③ 열쇠 ④ 깃발 ⑤ 공책

6. [출제의도] 계절에 대한 설명 이해하기

[해설] 

겨울은 한국에서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계절이다.
① 5월 ② 8월 ③ 여름 ⑤ 봄

7. [출제의도] llover동사 용법 이해하기

[해설]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는 llueve를 사용한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린다.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8. [출제의도] 명사의 성 이해하기

[해설] cama는 여성명사이다. 
가르시아 부인은 병상에 계신다.

① 여성-남성 ② 여성-여성 ③ 여성-남성 ④ 여성-남
성 ⑤ 여성-남성

9. [출제의도] muy의 용법 이해하기

[해설] muy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한다.
◦마르가리따는 기타를 매우 잘 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우 늦게 나온다.

10. [출제의도] 전치사 용법 이해하기

[해설]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en이다.
A: 사무실에 어떻게 오니?
B: 나는 항상 지하철로 와.

11. [출제의도] ser와 tener동사 용법 이해하기

[해설] 국적을 나타내는 동사는 ser이고 나이는 tener동
사를 사용한다.

내 이름은 페르난도 모랄레스이다. 나는 칠레 산띠아고 
출신이고 20세이다.

12. [출제의도] 숫자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6월에는 며칠이 있습니까?
B: 30일이 있습니다.

① 100 ② 15 ④ 90 ⑤ 50

13. [출제의도] 반가움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로뻬스 씨, 이 사람이 펠리뻬입니다.
B: 반갑습니다.
C: 저도 반갑습니다.

① 결코 아닙니다 ② 다시 한 번 만요 ③ 저 역시 아닙니
다 ⑤ 다음에 만나요

14. [출제의도] 주소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너의 성과 이름은 무엇이니?
B: 마리아 수사나 고메스입니다.
A: 어디에 사니?
B: 안또니오 마차도 가 76번지입니다. 

① 어떻게 지내니 ② 무슨 일이니 ④ 얼마니 ⑤ 누구와 
가니

15. [출제의도] 예약에 관한 상황 표현 알기

[해설] 인터넷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는 검색창이다.

16. [출제의도] 감사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B: 예, 물론이죠. 
A: 감사합니다.
B: 천만에요. 

① 미안합니다 ② 축하합니다 ③ 당신이 맞아요 ④ 대략 
그렇습니다

17. [출제의도] 장소에 대한 설명 이해하기

[해설]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
족들은 아이들에게 동물들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을 방
문합니다.

① 동물원 ② 화장실 ③ 은행 ④ 수영장 ⑤ 식당

18. [출제의도] 날씨 정보 파악하기

[해설] 

높은 기온과 더불어 해가 있는 날씨입니다.

19. [출제의도] 축하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사랑하는 친구 이사벨에게 :
우리들은 네가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랄게.
입맞춤을.
                           미겔과 레띠시아가

20. [출제의도] 사람에 대한 묘사 이해하기

[해설] Cómo ser+주어는 외모나 성격 등을 묻는다.
A: 이봐, 까르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B :                   .               

① 뚱뚱하다 ② 종업원이다 ③ 친절하다 ④ 똑똑하다 ⑤ 
금발 머리이다

21. [출제의도] 시간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몇 시입니까?
B: 1시 40분입니다.

ㄱ. 1시 정각이다 ㄴ. 1시 40분이다 ㄷ. 2시 15분이다 
ㄹ. 2시 20분전이다

22. [출제의도] 날짜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오늘은 며칠이지?
B: 뭐라고?
A: 오늘 며칠이냐고?
B: 아! 12월 1일이야.

① 무엇에 관해 말하는 거지  ② 무엇을 먹을까 ④ 날씨
가 어때 ⑤ 무슨 요일이야

23. [출제의도] 요일 파악하기

[해설] 

A: 오늘은 화요일이지, 그렇지?
B: 그래, 왜?
A: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 있거든.
B : 행운을 빈다!

① 월요일 ② 목요일 ③ 토요일 ④ 금요일 ⑤ 수요일

24. [출제의도] 위치 표현 이해하기

[해설] 

신문은 의자 위에 있습니다.
① 의자에서 멀리 ② 의자 아래에 ③ 안경에서 멀리
⑤ 안경 위에

25. [출제의도] 안부 묻는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안녕, 어떻게 지내니?
B: 그저 그래. 그런데 너는?
A: 보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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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 것이니 ③ 이것은 무엇이니 ④ 어느 것을 더 좋
아하니 ⑤ 어디 출신이니

26. [출제의도] 동의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오늘 밤에 플라멩꼬 춤 배울래?
B: 좋아. 몇 시에 우리 만날까?
A: 8시에 보자.

③ 미안해

27. [출제의도] 제안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다음 주 일요일에 영화관에 가자.
B: 좋아. 무슨 영화를 상영하는데?
A: 페드로 알모도바르의귀향이야. 

① 어디서 일하니 ② 쇼핑 가니 ③ 집을 청소하니 ④ 요
리하니

28. [출제의도] 인물 파악하기

[해설] 

◦1492년 10월 12일
◦스페인어권의 민족의 날
◦구대륙과 신대륙 민족들의 결합

29. [출제의도] 스페인어권의 생일 풍습 이해하기

[해설]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도 기념하고 또한 자신의 
성자의 날도 기념한다. 만일 어떤 남자의 이름이 마우리
씨오라면 산 마우리씨오의 날인 9월 22일에 자신의 성
자도 기념한다.

30. [출제의도] 스페인 도시 이해하기

[해설] 

◦안달루시아 주의 수도.
◦산따 끄루스 구역과 히랄다 탑, 알까사르 성이 유    
   명하다.
◦가장 인기있는 두 개의 축제는 성 주간과 4월의 축제  
   이다.

[중국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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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성조 알기

 [해설] (가) dìdi (나) m ma (다) nǎinai (라) mèimei  
(마) yéye

2. [출제의도] 발음 알기

 [해설] f nbǐ, yuánzhūbǐ

3. [출제의도] 한어병음 알기

 [해설] 帽子 : màozi 모자

4. [출제의도] 신장 표현 단어 알기

[해설] 
갑: 너의 가족은 모두 너처럼 이렇게 크니?
을: 아니, 우리 가족은 모두 매우 작고, 단지 나만 이렇게 커. 

① (사물 등)크다 ② 작다 ③ (키)크다 ④ 가볍다 ⑤ 길다

5. [출제의도] 호칭 표현 알기

[해설]

갑: 중국인은 젊은 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엇 이라고 
부르니?

을: 아가씨라고 불러.
갑: 남자에 대해서는?
을: 남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불러.

① 여러분 ③ 급우 ④ 간호사 ⑤ 아이

6. [출제의도] 도량형의 단위 ‘公斤’ 알기

 [해설] 公斤 : 킬로그램 
갑: 너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니?
을: 65킬로그램. 

① 킬로미터 ② 회사 ④ 일 ⑤ 공원

7. [출제의도] 양사의 쓰임 알기

 [해설] 双 : (양말, 신발 등 쌍으로 된 것을 세는 양사)켤레 
 件 : (옷, 일 등)벌, 건, 条 : (바지, 길 등)장, 张 : (책  
 상, 종이 등)개, 장 

8. [출제의도] 접속사 알기

 [해설] ～ 是 ～，但是 ～: ～이긴 ～한데, 그런데～ 
갑: 너는 중국어를 말할 줄 아니?
을: 할 줄 알기는 아는데, 별로 잘하지 못해.

9. [출제의도] ‘离’의 쓰임 알기

 [해설] (공간적, 시간적 기준) 离 : ～에서 
갑: 너의 누나가 있는 곳은 여기서 얼마나 멀어?
을: 별로 멀지 않아.

10. [출제의도] ‘所以’의 쓰임 알기

 [해설]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가고 싶지 않다.
① 하지만  ③ 그런 후에 ④ 그러나 ⑤ ～뿐만 아니라

11. [출제의도] ‘有’의 쓰임 알기

 [해설] 有 : (존재를 표시함)있다. 在 : (사람, 사물의 위치
를 나타냄)～에 있다. 

① 이 꽃은 얼마입니까? ② 그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③ 
당신은 서울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④ 하루는 몇 
시간이 있습니까? ⑤ 당신은 언제 여행을 가나요? 

12. [출제의도] 이유 표현 알기 

갑: 이번 국경일에 당신은 며칠 쉬나요?
을: 3일이요.
갑: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가나요?
을: 표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① 괜찮아요 ② 갈 수 있어요 ④ 당연히 가요 ⑤ 꼭 가요
13. [출제의도] 날짜 표현 알기

 [해설] 

갑: 오늘은 10월 8일인데, 내일이 네 생일이지?
을: 아니, 내일은 샤오리의 생일이고, 내 생일은 이틀이 

지났어.

14. [출제의도] 초대 표현 알기

 [해설]  
갑: 너는 요즘 바쁘니?
을:               , 무슨 일 있어?
갑: 너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을: 좋아.

① 바쁘지 않아 ② 그런대로 괜찮아 ③ 그런대로 괜찮아
④ 먹고 싶지 않아 ⑤ 별로 바쁘지 않아

15. [출제의도] 길 묻기 표현 알기

 [해설] 

갑: 실례합니다. 우체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을: 맞아요. 앞으로 가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왼쪽입니다.

16. [출제의도] 권유 표현 알기

 [해설] 

갑: 몇 개 샀니?
을: 4개 샀어.
갑: 우리는 6명이야. 조금 더 많이 사라.

17. [출제의도] 사과 표현 알기

 [해설] 

갑: 샤오밍, 너는 수업에 왜 또 늦었니?
을: 죄송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① 괜찮아요(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② 천만에요 ④ 천
만에요 ⑤ 천만에요

18. [출제의도] 문장 배열하기

 [해설] 

갑: 너 왜 왔어?
을: 너 좀 보러 왔지, 너 어쩌다가 병이 났니?
갑: 나는 이 곳 날씨에 적응이 되지 않았어.
을: 지금은?
갑: 많이 좋아졌어.

19.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해설] 

갑: 너 시험 봤니?
을: 아직 보지 않았어.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봐. 너는?
갑: 지난주 금요일에 시험 봤어.
을: 시험 잘 봤니?
갑: 별로 잘 보지 못했어. 지난주에 몸이 좀 좋지 않아   

 서 시험 준비를 잘 하지 못했어.

20. [출제의도] 확신 표현 알기

 [해설] 

갑: 리화는 왜 아직 안 오지?
을: 그녀는 잊은 것이 아닐까?
갑: 그럴 리가, 20분 전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말하기를 6시에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어.
② 잊을 필요 없어 ③ 번거롭지 않아 ④ 알지 못해 ⑤ 원
하지 않아
21. [출제의도] 동의 표현 알기

 [해설] 

갑: 우리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어때?
을: 좋아, 자전거를 타면 신체를 단련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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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제의도] 허가 표현 알기

 [해설] 

갑: 너는 내가 방 정리 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니?
을: 문제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① 안 돼 ② 천만에 ③ 튼튼하지 않아 ④ 들리지 않았어  
23. [출제의도] 전화 표현 알기

 [해설] 

갑: 여보세요, 장다리 바꿔 줄 수 있나요?
을: 지금 그는 없어요. 도서관에 갔어요.
갑: 왜요? 
을: 책을 반납하려고요.

24. [출제의도] 사실 확인 표현 알기

 [해설] 

갑: 꼬마야, 네 이름이 뭐니?
을: 저요? 장웨이라고 해요.
갑: 너 학교에 다니니?
을: 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이예요.
갑: 몇 살이니?
을: 8살이요.

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② 너는 누구니 ④ 너는 어디
에 사니 ⑤ 너의 집은 몇 식구니

25. [출제의도] 작별 인사 표현 알기

 [해설] 

갑: 저 가야 해요.
을: 그러면 제가 배웅 좀 해 드릴게요. 
갑: 됐습니다. 살펴가세요.
을: 그러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① 나오지 마세요 ③ 나오지 마세요 ④ 들어가세요 
⑤ 나오지 마세요.

26. [출제의도] 권유 표현 알기

 [해설] 

갑: 당신 무엇 좀 마시겠습니까?
을: 녹차 있습니까?
갑: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② 사과 ③ 불고기 ④ 김치 ⑤ 바나나

27. [출제의도] 장래 희망 표현 알기

 [해설] 동사+목적어+的 → 직업을 나타냄

갑: 리우 선생님, 당신은 댁의 아들이 장차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을: 예, 나와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② 운전사 ③ 채소 장사 ④ 우체부 ⑤ 요리사

28. [출제의도] 중국의 전통 운동 알기

 [해설] 

◦이것은 중국의 전통 운동입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자주 공원에 가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하기에 비교적 느려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29. [출제의도] 중국의 명절 알기

 [해설] 

갑: 너는 너희 나라의 어느 명절을 좋아 하니?
을: 나는 중추절을 가장 좋아해. 
갑: 왜?
을: 왜냐하면 나는 월병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① 춘절 ② 청명절 ③ 원소절 ⑤ 단오절

30. [출제의도] 중국의 도시 알기

 [해설] 
◦이 도시는 중국 동북부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빙성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시의 빙등절은 매우 유명합니다.

① 쿤밍 ② 창춘 ③ 옌지 ④ 스자좡 ⑤ 하얼빈

[일본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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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시간 관련 한자 발음 이해하기

A: 영화는 몇 시부터입니까?
B: 10시 15분부터입니다.

2. [출제의도] 요음 철자 이해하기

[해설] ① りょこう ② きょうしつ　③ べんきょう ④ お
きゃくさん ⑤ ゆうびんきょく

3. [출제의도] 가타카나의 장음 이해하기

[해설] 

어떤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① [e] ② [o] ③ [a] ④ [i] ⑤ [a]

4. [출제의도] 가족 명칭 어휘 이해하기

[해설]

◦여자 아이입니다.
◦나보다 어립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① 형(오빠) ② 누나(언니) ③ 아빠 ④ 여동생 ⑤ 남동생
5. [출제의도] 중의적 표현 동사 어휘 이해하기

[해설] 

A: 실례합니다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B: 고바야시 씨입니다.
A: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은?
B: 고바야시 씨의 자녀입니다.

6. [출제의도] い형용사 어휘 이해하기

[해설]

① たかい ② ひろい ③ おおい ④ しろい ⑤ ながい
7. [출제의도] 동사의 접속형 이해하기

[해설]

A: 실례합니다. 주스를 마셔도 좋습니까? 
B : 네, 드세요.

8. [출제의도] 조사‘で’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연필로 씁니다.
① 열이 있어 쉽니다.(원인) ② 버스로 돌아갑니다.(수단) 
③ 학교에서 만납니다.(장소) ④ 합해서 200엔입니다.(수
량) ⑤ 식당에서 먹습니다.(장소)

9. [출제의도] い형용사의 접속형 이해하기

[해설]

A: 이것, 받으세요.
B: 고마워요. 정말 작고 예쁘군요.

10.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 이해하기

[해설]

A: 이 책은 어떻습니까?
B: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습니다.

11. [출제의도] 동사의 의지형 이해하기

[해설] おすと, 行こう, おなまえ
◦이것을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내년에 일본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와 이름을 써 주세요.

① 머리 ② 당신 ③ 남자 ④ 어른 ⑤ 단어

12. [출제의도] 일상의 인사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다녀왔습니다.
B : 어서 오너라. 오늘은 일찍 왔네.

② 잘 자 ③ 잘 부탁해 ④ 잘 지냅니다 ⑤ 처음 뵙겠습니다

13. [출제의도] 지시 표현 이해하기

[해설]

마사오에게
늦을지도 모르니, 먼저 자거라. 문도 잠그고. -엄마-

14. [출제의도] 대답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시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B: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A: 그러면, 시험이 끝난 날에 만날까요?
B: 그 날은 약속이 있어서…….
A: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B: 좋습니다.

① 토요일 ② 화요일 ③ 목요일 ④ 금요일 ⑤ 월요일

15. [출제의도] 승낙 표현 이해하기

[해설]

오카모토: 다카하시 씨, 내일 축구를 보러 갈까요?
다카하시: 좋습니다. 갑시다.
오카모토: 우에노공원 앞에서 만날까요?
다카하시: 좋습니다. 몇 시가 좋습니까?
오카모토: 4시에 시작하니까 3시는 어떻습니까?
다카하시: 네, 알겠습니다.

16. [출제의도] 헤어질 때 인사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오늘은 이것으로 실례하겠습니다. 
B : 그럼, 내일 보자.

 ① 미안해요 ② 방해하겠습니다 ④ 기다려 주세요 ⑤ 신세
지겠습니다

17. [출제의도] 보고 표현 이해하기

[해설]

  4시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손을 씻고 빵을 먹
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TV를 보고나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닦고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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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제의도] 행동 표현 이해하기

[해설] 
① 달리면서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② 걸으면서 사전을 찾
고 있습니다. ③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④ 
수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⑤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19. [출제의도] 사과 표현 이해하기

[해설]

다나카: 노다 씨가 늦네. 벌써 9시인데…….
스즈키: 아, 왔다.
노  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즈키: 괜찮습니다.

① 쾌유 하세요 ② 열심히 하세요  ④ 축하합니다　⑤　감사
합니다 

20. [출제의도] 질문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저기요, 셔츠를 사고 싶은데요.
B: 어떤 색이 좋으세요?
A: 빨간 것이 좋습니다만.
B: 이쪽은 어떠세요?
A: 좀 더 큰 것은 없습니까? 좀 작은데요.

21. [출제의도] 희망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커피를 드실래요?
B: 네, 부탁합니다. 

① 좋아합니다 ② 마시겠습니다 ③ 마실 수 없습니다  ④ 넣
지 않습니다  ⑤ 맛있습니다
22. [출제의도] 설명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이거, 선물이야.
B: 고마워. 뭐야? 케이크?
A: 먹는 거 아니야. 
B : 그럼, 손수건?
A: 그것도 아니야. 입는 거야.
B: 정말?

23. [출제의도] 칭찬 표현 이해하기

[해설]

선생님: 이번 시험, 참 잘 했어요!
학 생: 선생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① 말합니다 ② 압니다 ③ 잘 합니다 ④ 좋았습니다 
24. [출제의도] 전갈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날씨가 좋군요.
B: 그런데, 내일은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밤이 되면 비가 내린다고 들
었습니다.

A: 그러면, 오늘은 서둘러 돌아갑시다.
25. [출제의도] 확인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이번 마쓰리는 며칠까지입니까?
B: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A: 모레 20일까지군요.
A: 네, 그렇습니다.

26. [출제의도] 감사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받으세요(드세요).
B : ㄱ. 감사합니다 ㄴ. 감사합니다 ㄷ. 잘 먹겠습니다.
   ㄹ. 어서 오세요

27. [출제의도] 거절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내일 일요일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B: 없는데요.
A: 그러면, 같이 온천에 갈까요? 근처에 좋은 곳이 있는

데요.
B: 미안해요. 감기에 걸려서 목욕하기는 좀 곤란해요.

28. [출제의도] 주생활 이해하기

[해설]

◦추울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일본의 집에 있었습니다.

① 게타 ② 고타쓰 ③ 유카타 ④ 다타미 ⑤ 도코노마 
29. [출제의도] 식생활 이해하기

[해설]

배워봅시다!
◦차 문화를 알고 싶은 분
◦차 마시는 법을 알고 싶은 분

① 스모 ② 가부키 ③ 다도 ④ 불꽃놀이 ⑤ 꽃꽂이
30. [출제의도] 연중행사 이해하기

[해설] ‘ひなまつり’는 3월 3일에 열리는 여자 아이를 위한 
축제이다.

[러시아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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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모음 о의 약화 현상 이해하기

 [해설] окно와 молоко의 밑줄 친 о에는 강세가 없어 약한 
/а/로 발음한다.

2. [출제의도] 자음 г의 발음 변이 현상 이해하기

 [해설] него의 г는 /в/로 발음한다.
3. [출제의도] 기본 어휘의 철자 알기

 [해설] журнал(잡지)
4. [출제의도] 가족에 관한 어휘 알기

 [해설] мужчина-женщина(남자-여자), папа-мама(아빠
-엄마), муж-жена(남편-아내), сын-дочь(아들-딸)

5. [출제의도] 기본 어휘의 의미 알기

 [해설] 

① 안경  ② 책상 ③ 소파 ④ 자동차 ⑤ 비행기
6. [출제의도] 반의어 알기

 [해설] 

A: 그녀의 고양이는 어떤가요? 큰가요?
B: 아니오, 그녀의 고양이는 작아요.

① 파란-오래된 ② 영리한-즐거운 ③ 젊은-편리한 
④ 긴-짧은 ⑤ 맛있는-유명한
7. [출제의도] 동사의 과거시제 알기

 [해설] 주어 они는 3인칭 복수이므로 быть동사의 과거형
은 были가 된다. 

A: 그들은 아침에 어디 있었어요?
B: 도서관에요. 그들은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8. [출제의도] 조격 지배동사 알기

 [해설]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동사를 사용하여 ‘A가 B에 관심을 
갖다’라고 표현할 때, 주어 A는 주격, 대상이 되는 B는 
조격이 요구된다.

A: 당신은 음악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B : 네, 저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① 좋아하다 ② 원하다 ③ ~인 것 같다 ④ 마음에 들다
9. [출제의도] 전치사 на의 용법 이해하기

 [해설] почта(우체국)는 장소나 방향 표현에서 전치사 на
를 요구한다. 교통수단 표현은 전치사 на를 사용한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누나는 지하철을 타고 대학교에 다닙니다.

10. [출제의도] 부사구 요구동사의 용법 이해하기

 [해설] понимать(이해하다)는 부사구를 요구한다.
A: 당신은 프랑스어를 이해합니까?
B: 아니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11. [출제의도] 소유대명사와 명사의 성ㆍ수 일치 알기

 [해설] радио(라디오)는 중성명사이다. 1ㆍ2인칭 소유대
명사는 중성형을 쓰고, 3인칭 소유대명사는 성ㆍ수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A: 이것은 누구의 라디오입니까?
B: 이것은          라디오입니다.

① 그녀의 ② 그들의 ③ 그의 ④ 당신의(남성형) ⑤ 우리의
12. [출제의도] 장래희망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소희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B: 나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13. [출제의도] 출신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그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B: 그는 한국인이고, 그녀는 러시아인입니다.

② 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③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④ 그들은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⑤ 그들은 몇 살입니까
14. [출제의도] 날씨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그 도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B: 거기는 비가 옵니다.

15. [출제의도] 날짜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오늘은 며칠입니까?
B: 5월 5일입니다.

② 일요일입니다 ③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④ 그는 4살
입니다 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16. [출제의도] 길묻기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박물관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B: 곧장 가시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거기 있습니다.

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② 얼마나 자주입니까 ③ 몇 시입
니까 ④ 어떻게 지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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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의도] 그림에 대한 설명 찾기

 [해설] 

① 그는 홀에서 춤을 춥니다. ② 그는 축구를 합니다. 
③ 그는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④ 그는 개를 데리고 산
책을 합니다. ⑤ 그는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18. [출제의도] 사과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죄송합니다. 제가 또 늦었네요.
B:                    . 저도 지금 막 왔어요.

① 괜찮아요 ② 할 수 없어요 ③ 괜찮아요 ④ 걱정마세요 
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19. [출제의도] 약속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마샤, 영화 보러 가자!
B: 아주 좋아! 언제 만나지?
A: 지금 2시야. 그러면 3시간 후에 만나자.
B: 좋아, 알았어.

 

20. [출제의도] 안부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안녕, 안나! 어떻게 지내니?
B: 고마워. 아주 잘 지내.

② 네 이름이 뭐니 ③ 몇 시예요 ④ 무슨 생각하세요 
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야
21. [출제의도] 안내문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작가와의 만남

인기작가 안톤 이바노프와의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
다. 그의 신작 소설 ‘좋은 사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 12월 15일 11시
◦장소: ‘책과 친구들’ 서점
◦전화: 123-45-67

22. [출제의도] 초대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안녕, 소냐!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괜찮니?
23. [출제의도] 인사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바이칼에 언제 가세요?
B: 모레, 토요일에요.
A: 여행 잘 다녀오세요!

① 물론입니다 ② 말씀하세요 ③ 안녕하세요 ④ 매우 반가
워요
24. [출제의도] 가정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금요일 수업에 왜 오지 않았어?
B: 나 아팠어. 그래서 종일 집에 있었어.
A: 저런! 만약 내가 알았다면 너에게 갔을 텐데.

① ~이외에 ② 가끔 ④ 그래서 ⑤ ~덕분에
25. [출제의도] 가격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무엇을 보여 드릴까요?
B: 러-영 사전 좀 주세요.
A: 여기 있습니다.
B: 얼마예요?
A: 350 루블입니다.

② 누구세요 ③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④ 시간 있으세요 
⑤ 이건 뭐라고 불러요 
26. [출제의도] 전화통화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막심 좀 바꿔주세요.
B: 할머니 댁에 갔어. 늦을 거야.
A: 카차가 전화했다고 좀 전해 주세요.
B: 꼭 전할게. 안녕!
A: 안녕히 계세요!

① 그는 여기 있어 ② 그녀는 집에 없어 
③ 그녀를 불러 주세요 ⑤ 나는 그를 몰라
27. [출제의도] 글의 제목 찾기

 [해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아침을 먹고 걸어서 학
교에 간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다. 저녁
에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① 나의 하루 ② 나의 가족 ③ 나의 학교 ④ 나의 친구 
⑤ 나의 선생님
28. [출제의도] 러시아의 의복 문화 알기

 [해설] 
A : 정말 예쁘다! 그런데 너 그거 어디에서 샀니?
B: 러시아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주셨어. 할아버지 말씀

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쓴대. 왜냐하면 
러시아는 겨울에 아주 춥기 때문이야. 

① 이크라(철갑상어알) ② 샤프카(털모자) ③ 비료자(자작
나무) ④ 코페이카(화폐 단위) ⑤ 스메타나(유제품)
29. [출제의도] 러시아의 기념품 알기

 [해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러시아를 여행할 때 무엇을 살까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마트료슈
카, 발랄라이카, 사모바르 등을 산다고 해요.

① 러시아 영화 ② 러시아 역사 ③ 러시아 기념품 
④ 러시아 교통수단 ⑤ 러시아 문학
30. [출제의도] 러시아의 축일(祝日) 알기

 [해설] 러시아의 성탄절은 양력 1월 7일이다.
레나에게
안녕! 잘 지냈어? 우리는 잘 지내. 
곧 1월 7일이구나. 
명절 잘 보내!

    너의 타냐가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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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한자의 제자 원리 알기

 [해설] 회의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①지사 ②상형 ④
형성 ⑤상형

2.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 알기

 [해설] ②洞(동) : 마을 ③注(주) : 물대다 ④洋(양) : 바다 
⑤河(하) : 물

3. [출제의도] 한자 이해하기

 [해설] 花(화) : 꽃(총8획), 茂(무) : 무성하다(총9 획), 菊
(국) : 국화(총12획)

4. [출제의도] 한자어 활용하기

 [해설] 시력, 관광, 안과 

5. [출제의도] 한자어 표기하기

 [해설] 연고 고, 마을 향

6. [출제의도] 한자어 속뜻 이해하기

 [해설] ①홍일점: 많은 남자들 속의 한 여자 ③벽창우: 고
지식하고 고집이 셈 ④문외한: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
이 없는 사람 ⑤ 좌우명: 자신이 신념으로 삼고자 하는 
것

7. [출제의도] 간지(干支) 이해하기

 [해설] ①기축 ②병사 ③경인 ④갑신 ⑤을미

8. [출제의도] 한자문화권 상호 이해하기

 [해설] ①중용 ②맹자 ③춘추 ④시경 ⑤논어

9. [출제의도] 한자성어 알기

 [해설] 타산지석: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
하는 데에 도움이 됨

10. [출제의도] 한자성어 이해하기

 [해설] ①입신양명: 출세함 ③함흥차사: 소식이 없음 ④
순망치한: 불가분의 관계 ⑤새옹지마: 길흉화복은 점치
기 어려움

11. [출제의도] 한자성어 알기

 [해설] 文房四友(문방사우), 聞一知十(문일지십)

12. [출제의도] 한자성어 이해하기

 [해설] ①설상가상: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남 ②살신성인: 자
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③조삼모사: 얕은꾀로 남을 우롱
함 ⑤수기치인: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림

13. [출제의도] 문장 풀이하기

 [해설]

(독음)책선, 붕우지도야. (풀이)착한 일을 권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이다.

14. [출제의도] 문장에 해당하는 속담 알기

 [해설] 
(독음)소자, 개어양대이수화. (풀이)작은 것이 두 개의 
큰 것 사이에 끼어서 화를 입는다.

15. [출제의도] 문장 이해하기

 [해설] 
(독음)신사군, 유자사부야. (풀이)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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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문장 속의 한자 풀이하기

 [해설] 
(독음)무도인지단, 무설기지장. (풀이)남의 단점을 말하
지 말며,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17. [출제의도] 문장 이해하기

 [해설] 
(독음)일일지구, 부지외호. 호자, 백수지장야, 호왈산군
(풀이)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는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요, 산 속의 임금이라 불린다.

18. [출제의도] 주제에 해당하는 성어 알기

 [해설] 
(독음)노래자, 초인야. 행년칠십, 신착오색채의, 작유아
지희이욕친지희. (풀이)노래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나이 
칠십에 몸에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여 부
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다.

①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옴 ②맥수지탄: 나라 잃은 설
움 ③미생지신: 융통성이 없음 ④혼정신성: 부모님께 효도
함 ⑤수어지교: 친한 친구의 사귐

[19~20]

(독음)연소자, 역방인친장로왈, 구세배, 자혼지야, 가항
행등, 상속부절. (풀이)나이 어린사람이 친척과 웃어른
을 두루 찾아뵙는 것을 묵은 세배라 하고, 저녁부터 밤
까지 거리의 등불 행렬이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19. [출제의도] 한자어의 짜임 알기

 [해설] ‘年少’는 주술관계이다. ② 수식 ③ 술보 ④ 술목 
⑤ 병렬

20. [출제의도] 문장 풀이하기

 [해설] 지문 풀이 참조

[21~22]

(독음)석, 유환인서자환웅, 삭의천하, 탐구인세, 부지자
의, 하시삼위태백, 가이홍익인간. 내수천부인삼개, 견왕
리지. (풀이)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자주 하늘 
아래에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하여 구하거늘, 아버지
가 자식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세상
을 널리 이롭게 할만 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했다. 

21. [출제의도] 문장의 풀이 순서 알기

 [해설] 지문 풀이 참조

22.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 알기

 [해설] 이 글은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을 밝힌 글이다.

[23~25]

(독음)이사부, 성, 김씨, 내물왕사세손. 지도로왕, 십삼
년임진, 위아슬라주군주, 모병우산국. 위기국인우한, 난
이위항, 가이계복. 내다조목우사자, 분재전강, 저기국해
안, 사고왈, “여약불복, 즉방차맹수, 답살지.” 기인공구내
항. (풀이)이사부는 성이 김씨요, 내물왕의 사세손이다. 
지도로왕 십삼년 임진년에 아슬라주의 군 장수가 되어, 
우산국 병합을 꾀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둔하고 사나
워 무력으로 항복시키기 어려워 계략으로 항복시킬 만 
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나무로 사자 상을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속여 말하기
를,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
아 죽이겠다.”하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에 항복했
다.

23.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 알기

 [해설] 지문 풀이 참조 

24. [출제의도] 문장의 형식 알기

 [해설] ㉡은 가정형의 문장이다. ①자장안지? : 그대는 장차 
어디로 가는가?(의문형) ②견비매육이래. : 종을 보내어 
고기를 사오게 했다(사동형) ③군자지교, 담약수. : 군자
의 사귐은 맑은 물과 같다(비교형) ④춘약불경, 추무소
망.:봄에 만약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다(가
정형) ⑤지재위학, 입지여하이. : 다만 학문을 함에 뜻을 
세움이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한정형)

25. [출제의도] 한자어의 쓰임 알기

 [해설] ① 항복 ② 강우 ③ 강림 ④ 하강 ⑤ 승강

[26~28]

(독음)영상공, 하일오수, 유사상공복상. 공심욕축지, 이
공사경상인, 목석연불감동. 자섬, 방육세, 적부소, 견지, 
즉왕초택중, 취삼사와, 투지, 사사인종와이거. 공내득기
신. (풀이)영상공이 여름날에 낮잠을 자는데 뱀이 공의 
배위로 올라왔다. 공이 마음으로 그것을 쫓아버리고 싶
었으나 뱀이 놀라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 목석처럼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아들 섬이 막 6세로 아버지가 계
신 곳을 가다가 그것을 보고 즉시 풀 섶 연못으로 가서 
개구리 서 너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던지니, 뱀이 사람
을 버리고 개구리를 따라갔다. 공이 이에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26. [출제의도] 뜻이 비슷한 한자 알기

 [해설] ① 저녁 석 ② 아침 단 ③ 아침 조 ④ 밤 야 
⑤ 낮 주

27. [출제의도] 문장 속의 한자 풀이하기

 [해설] 지문 풀이 참조

28.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위 글은 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
는 아들의 기지를 보여주고 있다.

[29~30]

(독음) 청강일곡포촌류, 장하강촌사사유. 자거자래당상
연, 상친상근수중구. 노처화지위기국, 치자고침작조구. 
다병소수유약물, 미구차외갱하구. (풀이)맑은 강 한 굽
이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한가
롭네. 저절로 오가는 것은 대청에 제비요, 서로 멀어졌
다가 가까워지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로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이는 바늘을 두드려 낚
시 바늘을 만드네. 병이 많아 필요한 것은 오직 약이니, 
미천한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29. [출제의도] 한시 이해하기

 [해설] ① 시의 형식은 7언 율시이다. ③압운 자는 ‘流’,
‘幽’,‘鷗’,‘鉤’,‘求’이다. ④ 이 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
러진다. ⑤ 이 시는 강촌의 한가한 정경을 읊고 있다. 

30. [출제의도] 한시 풀이하기

 [해설] 지문 풀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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