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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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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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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철자, 발음, 성조 및 어휘

1.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 찾기
정답해설 : Kia là chiếc xe tôi mượn của anh Long.(저것은 내가 빌린 롱형/오빠
의 차이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선
택지 ④ Kem이다.                                                      정답 ④

2. 같은 발음의 철자 찾기
정답해설 : g와 발음이 같은 철자는 gh이다. 
선택지① cấm(금지하다) 선택지② ghế(의자) 선택지③ kéo(가위) 선택지④ phở(쌀국
수) 선택지⑤ nghỉ(쉬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선택지 ② ghế
이다.                                                                  정답 ② 
                
3. 옳은 성조의 글자 찾기
정답해설 : 선택지① bò(소) 선택지② gà(닭) 선택지③ hổ(호랑이) 선택지④ lợn(돼지) 
선택지⑤ tôm(새우) 그러므로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의 성조 표기가 옳은 것은 선택지 
⑤ tôm이다.                                                        정답 ⑤    
  
4. 알맞은 어휘 찾기

정답해설 : 선택지 ① bị ‘당하다’, ② vừa ‘막~했다’, ③ định ‘~하려고하다’ ④ 
được ‘~되다, 얻다’, ⑤ từng ‘~한 적이 있다’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
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④ được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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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맞은 어휘 찾기
A : 지금 몇 시 되었니?
B : 지금 8시     었어.

정답해설 : 선택지 ① hơn ‘더’, ② kém ‘부족한’, ③ nửa ‘절반’, ④ đúng ‘맞는’, 
⑤ rưỡi ‘절반’이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① hơn이다.                                                      정답 ①

[6~9] 문법

6. 종별사와 어순

정답해설 : 종별사+수사+명사+수식어+지시사 어순이다. 그러므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택지 ⑤ a, b, c이다.                       정답 ⑤
 
7. một, mỗi, mọi 구분
A: 우리 집에서,     사람이 다 수영을 좋아해.
B: 그래, 그럼 너 매우 자주 수영하러 가겠네?
A: 응, 나     주일에 3, 4번 정도 수영하러 가.
B: 수영은 건강에 매우 좋아.

    (a)     (b)               (a)      (b)

① 각각     모든          ② 각각     하나

③ 하나     모든          ④ 모든     각각

⑤ 하나     각각
정답해설 : mọi는 ‘모든’의 의미로, 단독으로 또는 tất cả와 함께 명사 앞에서 수식하
며 mỗi는 ‘각각’의 의미로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④ mọi  mỗi이다.                                   정답 ④ 

8. để, cho 용법
정답해설 : ‘để+(A)+동사’는 ‘(A가) 동사하기 위해, (A가) 동사하도록’이고, ‘cho+A+
동사’는 ‘A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cho+A’는 ‘A에게, A를 위하여’의 의미이다. 
‘để cho+A+동사’도 가능하다. ‘để+명사’는 옳지 않다. 선택지① Anh nên giải 
thích để học sinh(형/오빠는 학생에게(학생을 위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은 để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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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로 바꿔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①이다.           
                                                                      정답 ①

9. 동급비교급 
A: 남형/오빠가 빈형/오빠만큼 키가 크니?
B: 그래요,                       .

정답해설 : 동급비교급 어순은 ‘A+서술어+bằng+B’ 또는 ‘A, B+서술어+bằng nhau’
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③이다.           정답 ③

[10~25] 의사소통

10. 가격 흥정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됐어, 그것도 가능해’이다. 
① 안 돼                ② 가격이 너무 높아          
③ 됐어, 그것도 가능해   ④ 더 안 팔아
⑤ 그것을 찾을 수 없어                                                정답 ③
             
11. 감사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① a, b이
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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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 표현 이해하기

□ □

정답해설 : 이력서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선택지 ④이다      
① 호아는 40세 미만이다.      ② 호아는 한국어를 안다          
③ 호아는 붕따우에서 산다.    ④ 호아는 문학교사이다.
⑤ 호아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                                      정답 ④

13. 가족 소개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14. 계산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계산해주세요’이다.
① 누나는요?                    ② 누나는 무엇을 드시겠어요?          
③ 계산해주세요                 ④ 쌀국수를 주문하고 싶어요
⑤ 누나의 것은 120,000동 입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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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약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는 표가 필요해요’이다.
① 가는 표가 필요해요       ② 왕복표를 예약해요          
③ 가고 오는 표를 예약해요  ④ 표를 반환하고 싶어요
⑤ 비행기 표를 팔아요                                                  정답 ①

16. 집구하기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B가 렌트한 집은 넓지 않고, 다니기가 
편하다’이다.
① A는 B가 집을 렌트하도록 도울 것이다.                    
② B는 A의 집 부근에 집을 렌트했다.          
③ A는 시내 가까이 있는 집을 렌트했다.                    
④ A의 집 렌트비는 전기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⑤ B가 렌트한 집은 넓지 않고, 다니기가 편하다.                          정답 ⑤

17. 진료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머리가 쑤시고 구역질이나요’이다.      
① 진찰하러 갔어요                    ② 아주 건강해요         
③ 의사가 되고 싶어요                 ④ 누나를 진찰해 줄게요
⑤ 머리가 쑤시고 구역질이나요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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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고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다. 
① 영화 제목은 무엇입니까?           ② 표를 어디에서 받는가?          
③ 영화 관람 장소는 어디인가?        ④ 언제 표를 받는가?
⑤ 표를 구매해야 하는가?                                              정답 ①

19. 작별 인사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② a, d이
다.                                                                    정답 ②

20. 취미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농구하는 것은 B의 취미가 아니다’이
다.                                                        
① A는 농구를 좋아한다.              
② A와 B 모두 독서를 좋아한다.          
③ B와 B의 남동생은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④ 이번 주말에, A와 B는 농구를 할 것이다.
⑤ 농구하는 것은 B의 취미가 아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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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습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② a, d이
다.                                                              정답 ②
                                
22. 인물 묘사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23. 여행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
한 것은 선택지 ④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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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치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② a, c
이다.                                                            정답 ②

25. 날씨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 오전의 날씨에 해당하는 그림은 선택지 ③이
다.                                                             정답 ③

[26~30] 문화

26. 전통 문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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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⑤ c, d이
다.                                                              정답 ⑤

27. 지역 문화의 이해

후에는 베트남에 있는 작지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 도시는 문화, 역사 그
리고 관광의 중심 중 하나이다.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왕조의 수도였
다. 지금까지 후에는 이 왕조가 남긴 귀중한 많은 유적을 지켰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① a, b이
다.                                                                   정답 ①

28. 인물 이해

정답해설 : Tố Hữu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선택지 ①이다.      정답 ①

29. 지역 문화의 이해

정답해설 : 수상 시장에 관한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선택지 ③이다. 정답 ③ 

30. 언어 문화의 이해

정답해설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