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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제2외국어/한문제2외국어/한문영역영역영역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Ⅰ 정답 및 해설정답 및 해설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④  14. ①  15. ②  16. ⑤  17. ③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⑤  23. ②  24. ③  25. ①  26. ③  27. ⑤  28. ③  29. ②  30. ⑤

[1~5] 발음 및 어휘

1. 강세규칙 알기
A: 네 생일은 언제니?
B: 4월 19일이야.

정답해설 : 모음과 n, s로 끝나는 어휘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며, 그 밖
의 자음으로 끝나는 어휘는 맨 끝음절에 강세가 온다. 
① edad(나이) ② gato(고양이) ③ hoja(잎, 장) ④ leche(우유) ⑤ lunes(월요일)

                                   정답 ①

2. 글자 맞추기
정답해설 : 주어진 어휘의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BODA가 된다. POEMA, MADRE, ABRAZO, FLOR      
① AZUL(파랑) ② BODA(결혼식) ③ NUBE(구름) ④ SOPA(스프) ⑤ VASO(컵)

                                          정답 ② 

3. 동사어휘 찾기
A: 얘, 이 근처에 약국 있니?
B: 아니, 어떤 약국도 없어.

정답해설 : 불특정한 사물의 존재유무를 나타낼 때는 hay동사를 쓴다. 
① 가다   ② 있다   ③ 먹다 ④ 잡다, 먹다 ⑤ 산책하다            

정답 ②

4. 부사(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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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토니오, 너 주방에 있니?
B: 응, 밥을 먹어보고 있어.
A: 어때?
B: 알맞게 됐어. 매우 맛있어.

정답해설 : ① 평안히 ② 진지하게   ③ 정식으로   ④ 대기에  ⑤ 알맞게             
정답 ⑤

5. 숙어의 쓰임 알기
A: 사무실로 돌아가야만 해.
B: 왜?
A: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정답해설 : ‘darse cuenta de algo’: ‘~을 깨닫다, 눈치채다’ 
정답 ③

                                         

[6~21] 의사소통 기능

6. 허가하기 

창문을 열어도 되니?
응, 그렇게 해 줘. 여기 무척 덥네.

정답해설 : ① 천만에    ② 고맙지만 됐어    ③ 현금으로    ④ 응, 그렇게 해줘
          ⑤ 천만에                                         

 정답 ④
 
7.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기

헥토르: 봐봐, 이 사람은 내 친구 엔리케야. 
마리솔: 안녕, 엔리케. 만나서 반가워. 나는 마리솔이야.
엔리케: 만나서 반가워.
마리솔: 너 멕시코 사람이니?
엔리케: 아니, 과테말라 사람이야.

정답해설 : ① 모르겠어   ② 사려깊게   ③ 상관없어   
          ④ 만나서 반가워   ⑤ 물론이지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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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ner 관용 표현 이해하기
A: 잘 자. 나 자러 간다. 
B: 벌써? 그렇게 빨리?
A: 응, 졸려. 어제 잘 못잤어. 

정답해설 : ① 그렇게 많지 않아 ② 아직까지 아니야   ③ 졸려   ④ 조심해  ⑤ 대략    
정답 ③

9. 글의 내용 이해하기

내 이름은 아나 쿠에르보야. 나는 베네수엘라 사람이지만 콜롬비아에 살아. 보고타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나는 25살이야. 나는 여행하는 것, 책 읽는 것, 음악듣는 것, 
영화보는 것을 무척 좋아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내 블로그를 계속 읽으렴.

정답해설 : ① 어디에 삽니까 ② 어디에서 일합니까   ③ 몇 살입니까
④ 주소가 무엇입니까  ⑤ 국적이 무엇입니까  

                                           정답 ④

10. 가격 묻는 표현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B: 안녕하세요. 감자 1킬로와 토마토 2킬로 부탁합니다. 
A: 더 없나요?
B: 아니요. 더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A: 4,50 유로입니다. 

정답해설 : a. 얼마입니까, b. 몇 개입니까, c. 얼마입니까, d. 며칠입니까
                                             정답 ②

11. 광고문 이해하기
레이마르 호텔

- 바다전망
- 체육관
- 회의실
- 모든 방 와이파이
- 가장 좋은 쇼핑센터와 가까이

정답해설 : 조식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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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격, 외모 묻는 표현 이해하기

A: 오늘 아침 새로운 프랑스 선생님을 알게 됐어.
B : 어떤 분이니?
A: 친절하고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매우 잘생겼어.

정답해설 : ① 어떤 분이니 ② 직업이 무엇이니 ③ 무엇을 더 선호하니 
          ④ 이름이 무엇이니 ⑤ 성이 무엇이니 

정답 ①

13. 동의 표현 이해하기

하이메: 유나, 너 축구 좋아하니?
유나: 응, 매우. 그런 너는?
하이메: 나도 그래. 모든 스페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해. 

정답해설 : gustar문형의 긍정문에서 동의 표현은 ‘a mí también’이라고 한다. 
① 나는 아니야.(gustar문형 긍정문 반대표현) ② 나도 그래(일반문형 긍정문 동의표현) 
③ 나도 그래(일반문형 부정문 동의표현) ⑤ 나도 그래(gustar문형 부정문 동의표현) 

                                           정답 ④

14. 날씨표현 이해하기
A: 안녕, 라우라. 어떻게 지내?
B: 잘 지내. 집에서 티비보고 있어.
A: 오늘 안 나가?
B: 응, 오늘 안 나갈 거야. 여기 비 오거든.
A: 나는 해변에서 일광욕하고 있어.
B: 좋겠다!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있는 곳은 비가 오는 Vigo이다. 
정답 ①

15. 관용 표현 이해하기
A: 긴장이 돼.
B: 긴장된다고?
A: 응,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게 처음이거든.
B: 진정해, 쉬어. 너한텐 식은 죽 먹기야.

정답해설 : ① 블랙커피 ② 식은 죽 먹기 ③ 백포도주 ④ 엎지른 물 ⑤ 짝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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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화표현 이해하기 
A: 여보세요.
B: 안녕하세요. 알베르토 있나요?
A: 누구요?
B: 알베르토요. 저는 그의 친구입니다. 
A: 아니요, 여기는 어떤 알베르토도 살지 않아요. 잘못 거셨습니다.
B: 아, 죄송합니다. 

정답해설 : ① 응, 나야     ② 잠깐만요     ③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④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⑤ 잘못 거셨습니다

정답 ⑤

17. 문자 메시지 이해하기
A: 사라, 오늘 오후에 우리 만날까?
B: 응, 물론이지. 원한다면 도서관 맞은 편에서 4시에 볼 수 있어.
A: 좋아. 그럼 한 시간 후에 만나. 

정답해설 : 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② 실례합니다  ③ 좋아  ④ 불가능해 
          ⑤ 물론 아니지

정답 ③

18. 대화 순서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B: 안녕하세요. 이브닝 드레스를 원합니다. 
A: 무슨 색으로요?
B: 빨간 색이요. 가능하면 짧은 걸로.
A: 치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B: 38입니다. 
A: 보세요,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B: 그것들을 입어 봐도 될까요?
A: 물론이죠. 

정답해설 :
                                             정답 ①

1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실례합니다, 수안세스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제가 마드리드 출신이 아니라서요.  
B: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아스카오입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셔야 하구요, 노선을 바꾸

셔서 카니예하스 방향으로 가세요. 두 번째 정류장이 수안세스에요.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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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정답 ④

20. 신체 상태표현 이해하기

A: 레티시아는 오늘 수업에 올 수 없어.
B: 무슨 일 있어?
A: 응,                 . 의사한테(병원에) 갔어.

정답해설 : a. 매우 좋아, b. 교실에 있어, c. 상태가 안 좋아, d. 배가 아파
 정답 ⑤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같이 저녁 먹을래?
B: 좋아. 몇 시에?
A: 우선 미용실에 가야해. 7시 어때?
B: 좋아. 저녁 먹은 후에 영화관에 갈 수 있어.
A: 좋은 생각이야.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순서대로 표현하면 b-c-a가 된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글의 내용 이해하기

스페인 남자들은 보통 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다. 스페인 여자들은 거의 항상 뺨에 
Dos besos를 한다. 남자와 여자가 인사를 할 때 또한 Dos besos를 할 수 있다. 라틴아
메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뺨에 Dos besos가 아니라 Un beso를 한다. 

정답해설 :                                     
정답 ⑤

23. 글의 내용 이해하기

라스 파야스는 매년 발렌시아에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축제이다. fallas는 도
시 거리를 차지하는 각양각색 형태의 조형물들이다. 마지막 날 밤 동시에 모든 것을 태
운다. 그렇게 상징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모든 나쁜 것에 작별을 고하고 봄을 환영하는 
것이다. 

정답해설 : ① 받다  ② 작별을 고하다  ③ 들어가게 하다  ④ 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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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선물을 하다
                                              정답 ②

24. 글의 내용 이해하기

옥수수 가루 혹은 밀가루로 만들고 타코, 엔칠라다, 케사디야 같은 많은 멕시코 전통요리
의 기본이다. 전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그것들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만들어진 것들을 더 
자주 산다.  

정답해설 : 
                                 정답 ⓷

25. 대화의 내용 이해하기
A: 티티카카 호수에 가본 적 있니?
B 응,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야. 안데스,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어. 
A: 언젠가 가보고 싶어.
B: 너에게 그것을 추천해. 아름다운 곳이야. 많은 섬들이 있고, 해발 3800미터에 위치해 있어. 
  그곳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때는 5월과 10월 사이야. 

정답해설 : 
                                   정답 ①

26. 글의 내용 이해하기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에서 usted을 사용한다. 반면에 비공식적인 관계
에서는 스페인에서는 tú를 더 많이 사용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usted을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같은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tú 대신 vos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들은 tú가 아니라 vos라고 말한다. 

정답해설 : 
                                   정답 ③

[27~30] 문법

27. llevar + 현재분사 문형 이해하기

A: 엘레나는 어디에 있니?
B: 모르겠어. 그녀를 기다린지 30분 됐어. 

정답해설 : llevar + 기간 + 현재분사 : ~한지 ~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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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치사의 쓰임 이해하기

A: 민수야, 너 한국 밖에서 공부한 적 있니?
B: 응, 살라망카에서 세 달 공부했어.
A: 정말? 스페인에서 있었던 짧은 기간에 비해 너 스페인어 잘 한다. 

정답해설 : 전치사 para는 ‘~에 비해서(비교)’의 뜻이 있다. 
                                                        정답 ③

29. costar동사 이해하기

A: 담배 끊는 것은 많이 힘이 들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B: 잘 됐다!

정답해설 : costar동사는 ‘비용이 들다’라는 뜻 외에 ‘힘이 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동사 costar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 mucho뿐이다.

정답 ②

30. 문법 요소 이해하기
A: 안녕하세요. 이번 토요일에 두 사람을 위한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B: 토요일 두 명을 위한 테이블이요. 그것을 몇 시에 원하십니까?
                                   (a)
A: 9시요. 제 이름은 페드로 알론소입니다. 
B: 알겠습니다. 페드로 알론소 이름으로 테이블 하나 예약되었습니다. 
                                (c)                  (b)
A: 감사합니다. 

정답해설 : (a)의 목적대명사 la는 앞서 언급한 una mesa를 가리킨다. (b)는 tener+
과거분사 구문으로 여기서 과거분사는 형용사적으로 쓰여 목적어로 뒤에 나오는 명사
의 성수에 일치시킨다. (c)는 전치사 a의 용법으로 ~으로라는 뜻을 가진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