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국어Ⅰ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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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해당 성모 / 운모 조합 한자 찾기
gāo

zāo

gǒu

zǒu

정답해설 : 제시된 성모(g, z)와 운모(āo, ǒu)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
한자를 고르는 문제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① 口 kǒu

입 / 식구 / 모금

② 坐 zuò

앉다 / 타다

③ 到 dào

도착하다 / 가다 / ~ 까지

④ 高 gāo

높다 / 키가 크다

⑤ 跟 gēn

~ 와, ~ 에게 / 따르다
정답 ④

2. 성조 배열이 같은 한자 찾기
나는 수영을 배우고 싶다.
<보 기>

a. 牛奶 niúnǎi 우유

b. 苹果 píngguǒ 사과

c. 邮局 yóujú 우체국

d. 银行 yínháng 은행

정답해설 : ‘수영하다(游泳 yóuyǒng)’과 같은 성조 배열을 가지는 한자를 고르는 문제
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성조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游泳 yóuyǒng’과 같
이 ‘2성+3성’의 성조 배열을 가지는 단어는 ①번 a, b이다.

정답 ①

3. 바른 한자 표기 판별하기
a. 네가 소개해줘.
b. 그 사람은 성격이 좋다.
c. 아이는 지금 열이 나지 않는다.
d.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정답해설 : 올바른 한자 표기를 고르는 문항이다. a, d의 바른 중국어 표기는 각각 a.
介招 → 介绍, d. 李节 → 季节이다. 즉 옳은 한자 표기는 ③번 b,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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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ｏ 그가 나에게 공을 쳤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ｏ 손님이 오늘 도착해서, 오후에 나는 그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야 해.
정답해설 : 다의어 ‘接’의 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첫
번째 빈칸에는 ‘받다’는 의미와 두 번째 빈칸에는 ‘맞이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
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다의어 ‘接’이다.

정답 ②

5. 빈칸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ｏ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시간이 없어, 네가 갈 때 나 대신 빌려줘.
ｏ 시간 있으면 너 할머니에게 전화해, 할머니는 줄곧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a)

(b)

① ~를 향해

공부하다, 읽다

② ~를 향해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③ ~를 향해

보다

④ ~대신하여

공부하다, 읽다

⑤ ~대신하여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정답해설 : 비슷한 두 단어의 용법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
상 빈칸 (a), (b)에는 각각 ‘~대신하여/생각하다, 그리워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 (a) 替, (b) 念이다.

정답 ⑤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에 맞는 적절한 그림 고르기
A : 우리 두 사람이 자전거 한 대에 타니까 정말 재미있다! 좀 더 빨리 가자.
B : 안돼, 2인승 자전거가 너무 빠르면 조금 무서워.
정답해설 :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대화의 상황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는 문
항이다. A가 두 사람이 자전거 한 대에 타니까 재미있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정
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7.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너무 비싸요, 조금 싸게 해주세요.
B :

, 싸게 해 드릴게요.

① 힘내요

② 좋아요

➃ 미안해요

⑤ 안녕히 가세요

③ 틀렸어요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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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문항이다. 싸게 해달라는 A의 요구에 B가 싸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승낙의 표현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8. 광고문 내용 이해하기
여름방학이예요! 어서 스트리트 댄스 배우러 오세요.
ｏ강습 기간: 7월 19일-8월 25일
매주 화, 목 오전 10:00-12:00
ｏ아이가 만 7세이면 등록할 수 있음
ｏ1대 다수 강습 100위안/수업
ｏ1대 1 강습 180위안/수업
ｏ7월 2일-7월 3일 시범 강습
ｏ등록 기간: 7월 4일-7월 8일
전화: 1588××××8888 웹 사이트: www.△△jiewu.cn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만 7세가 되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⑤번이다.

정답 ⑤

9. 대화 완성하기

내일 탁구 경기가 있어. 너 준비는 어떻게 했어?

나 조금 걱정이 돼,

.

네가 그렇게 오래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문제
없을 거야, 힘내!

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야 ② 나는 경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③ 지난 몇 번은 내가 잘하지 못했어

➃ 나는 일이 있어서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

⑤ 경기 결과는 이미 나왔어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남자가 내일 있는 탁구 경기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자,
여자가 조금 걱정된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는 여자가 걱정하는 이
유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연결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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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 글의 내용 파악하기

날씨 정말 좋다!
나와 친구는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러 갔다.
산 정상에서 먹은 사과가 정말 달았다!
#북한산 #등산

① 날씨는 어떤가요?

② 몇 시에 등산하러 갔나요?

③ 어느 산을 올라갔나요?

➃ 누구와 함께 등산을 갔나요?

⑤ 산 정상에서 무엇을 먹었나요?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에서 몇 시에 등산을 갔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1. 대화 완성하기
A :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B : 곧장 앞쪽으로 가시면 도착합니다.
A : 감사합니다.
A :

.
<보 기>
a. 천만에요

b. 천만에요

c. 맞아요

d. 안 돼요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감사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B는 감사의
표현에 대답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①번 : a,b'이다.

정답 ①

12.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학생 여러분, 이번 주 학생 식당 점심시간은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3학년은 12
시 30분, 2학년은 12시 50분, 1학년은 1시 10분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에서 3학년 식사 시간은 12시 30분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④번
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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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의 내용 파악하기
인터넷 습관 설문 조사
1. 당신은 무엇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하나요?

□컴퓨터 ☑휴대폰 □기타

2. 하루에 얼마나 하나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3. 당신은 언제 인터넷을 하나요?

□아침

□오전

□오후 ☑저녁

4.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하나요?

☑채팅

□쇼핑

□게임 □기타

5. 인터넷은 어느 방면에 영향이 있나요?

□업무

☑학습

□수면

□건강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에서 인터넷으로 주로 채팅을 한다고 했으므로 글을 이해한 내용
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1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 순서대로 바르게 찾기
A : 곧 주말인데,

?

B : 나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
A :

?

B : 그래, 여기에서 멀지 않고, 산과 물이 있는 곳이야.
A : 주말에 나 별일 없는데,

?

B : 당연하지.
<보 기>
a. 너 무엇을 할 계획이야
b. 너희들과 함께 가도 되니
c. 너희 어디 갈 건지 (이미) 다 얘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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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왔어, 어서 와, 어서.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 모두 많이 먹어.

5

(a)

(b)

① 우린 집에 가야 해

너에게 노래 한 곡 들려줄게

② 난 참가하러 올 시간이 없어

가서 불을 꺼줘

③ 널 위해 선물을 샀어

테이블 위의 음식 다 먹었어

④ 생일 파티가 시작됐어

우린 선물 가져오는 걸 잊었어

⑤ 우리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 선물은 네게 주는 거야.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a)에는 들어오라는 여자의 말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자연
스럽고, (b)에는 여자가 고맙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선물을 준다는 말이 자연스러
우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6. 대화 완성하기
뒤에 있는 사람이 내리려는 것 같아.

그럼 우리
,
이러면 그들이 내릴 때 좀 더
편리할 거야.

① 좀 비키자

② 서둘러 차에 타

➃ 다음 차를 기다려

⑤ 빨리 문을 닫아

③ 차를 잘못 갈아 타지마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승객이 내릴 때 편리하도록 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17. 대화 완성하기
A : 네가 입은 치마 인터넷에서 산 거야?
B : 맞아, 어제 배송되었어.
A : 정말 예쁘다!
B : 그래?

, 모양과 색깔 모두 마음에 들어.

① 색깔이 별로 예쁘지 않아

② 인터넷에서 본 것과 똑같아

③ 치마는 내일이나 돼야 배달돼

➃ 이 치마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

⑤ 앞으로 다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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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답해설 :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인터넷으로 산 치마의 모양과 색깔 모두
마음에 든다고 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것과 같다는 말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②번이
다.

정답 ②

18. 글의 내용 파악하기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
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 또한 친구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렇게 하면 좋은 교우 관계가 형성되고, 생활도 더 즐거울 것이다!
① 좋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②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③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를 돕는다

➃ 생활 속에서 많은 즐거움이 생길 것이다

⑤ 친구가 너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에서 좋은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친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
켜야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9. 글의 내용 완성하기

① 정신을 좀 더 건강하게 한다
② 식후에 과일을 많이 먹다
③ 건강으로부터 좀 더 가깝다
➃ 생활하며 물 절약에 신경을 쓰다
⑤ 사용한 그릇을 깨끗하게 씻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이다.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건강을 到手(획득)하는 행위'라고 했
으므로, '让我们(우리로 하여금 ~ 하게 하다)'과 함께 쓰여, ‘우리를 건강에 좀 더 가
깝게 한다'라는 내용의 ③번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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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요 며칠 날씨 변화가 정말 크네!
B : 그러니까,

, 감기 걸리기 쉬워.

① 비가 올리 없어
② 춥지도 덥지도 않아
③ 항상 해가 있었어
➃ 황사가 하나도 없어
⑤ 춥다 싶으면, 금방 더워지고 왔다 갔다 하네
정답해설 : 대화 내용상, A가 '날씨 변화가 크다'고 하니, B가 강한 긍정을 하며, '감
기 걸리기 쉽다'고 하므로, 문맥상 '큰 날씨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
야 하므로 '⑤번 : 추웠다 더웠다 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알맞다.

정답 ⑤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어제 음악회 어땠어? 티켓 구매가 아주 어려웠다던데.
B : 모두 다 괜찮았다고 하던데, 난 그냥 그랬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① 보통이었어
② 진짜 듣기 좋았어
③ 같은 일이 아니다(별개의 일이다)
➃ 너무 좋았지
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거야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이 문맥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그냥 그랬어(그저 그랬어)’라는 것은 '보통
이었어, 엄청나다할 정도는 아니었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상응하는 정답
은 ①번이다.

정답 ①

[22~26] 문화
22.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 그림 찾기 : 웨양루(岳阳楼 [yuèyánglóu]- 악양루)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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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⑤

웨양루는 호남성 동정호 호숫가에, 약 20미터 높이로, 3층으로 되어 있다. 위
층에 올라가면 동정호를 볼 수 있는데, 물과 하늘 색이 같아서 풍경이 매우 아름
답다. 역사상 많은 문인들이 웨양루에 관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매우 유명하다.
* 一色 : 색이 같다 * 文人 : 작가 * 作品 : 작품
정답해설 : 본문은 '웨양루(岳阳楼 [yuèyánglóu]- 악양루)’에 대한 설명으로 선택지
중에서 '호수와 3층의 누각이 있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은 ④번이다.

정답 ④

23.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중국의 작품 ‘천리강산도(千里江山图)’에 관한 설명
≪천리강산도≫는 북송 왕희맹이 18살에 그린 것으로, 그는 반 년에 걸려 비로
소 완성했다. 이 그림은 길이가 약 12미터이며, 그림에는 높은 산, 녹수, 긴 다리
등의 풍경과 사람의 활동이 담겨있다.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청록색 두 가지 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그림은 매우 높은 예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10
대 명화 중 하나이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④번 전시 장소’이다.
정답 ④
24.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항저우(杭州)’에 관한 글

항저우는 저장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남송의 수도였으며, 지금은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다, 게다가 경제가 발전한 스마트 도시이기도 하다.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곳이다. 항저우에는 시후, 룽징춘, 링인쓰 등 볼만
한 곳이 많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시후이다, 1위안 인민폐 위의 그림
이 바로 시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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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시후'는 '1위안 인민폐 위의 그림'이라고 했으므로, '항저우(杭州)'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과 알맞지 않은 것은 ②번 : 시후가 10위안 지폐에 그려져 있다'이
다.

정답 ②

25. 대화의 내용 완성하기 - ‘중국 전통 문화에서 숫자의 의미’에 관한 설명
A : 중국인은 "8"외에, 또 어떤 숫자를 좋아해?
B : 또 "

"를 좋아해, 왜냐하면 "

"하고 "오랜 만이야"의 " (오랠)구"가

발음이 같거든, "시간이 길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어.
정답해설 :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글을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은 '久'와 같은 발음을 가진 숫자인 ‘⑤번: 九[jiǔ] - 9’이다. 정답 ⑤
26.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베이징 오리 구이(北京烤鸭)’에 관한 설명
베이징 오리구이는 아주 유명한 요리이다. 만들 때, 대부분 걸어놓

고 굽는다. 다 만든 오리구이는 붉고 빛이 나며, 고기도 질기지 않
고, 맛이 매우 좋다. 먹는 방법은 잘 썰어둔 고기를 밀전병에 싸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번 b, c'이다.

정답 ③

[27~30] 문법
27. '연동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 10시가 넘었는데, 넌 어째서 아직 침대에

일어나니?

B : 오늘 일요일이에요, 전 일찍 일어날 필요없어요.
<보 기>

a. ~ 한 상태로

b. ~ 하지 않다

c. 눕다

정답해설 : '앞 동사는 긍정형, 뒷 동사는 부정형'으로 하여, '동일한 사실을 나타내는
연동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경우, 'V1 + 着'가 나타내
는 사실과 '不 + V2'가 나타내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바른 문장 표현은 '누
워서 일어나지 않다'이다. 정답은 'c – a - b'로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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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8.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시량 보어가 쓰이는 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a. 내 친구가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되었다.
b. 시아오왕은 이미 졸업한지 10년이 되었다.
c. 나는 어제 오후 내내 수업을 했다.
d. 우리는 두 시간동안 영화를 봤다.
정답해설 : '시량 보어(시간의 양을 보충하는 성분)'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1.'지속 가능한 동작'의 '지속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시간'인지,
2.'지속이 불가능한 동작(일회성 동작)'이 끝나고 나서의 '경과된 시간'인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1 의 경우 시량 보어는 일반적인 중국어의 문장 순서와 같이, '술어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대명사 제외)
2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진다.
① 주어 + 술어 + 목적어 + 시량 보어(경과된 시간) + (了)
(예) 내 친구가 한국에 온 지는 1년이 되었다.
我朋友来韩国一年了。
② 주어 + 술어 + 了 + 시량 보어 了
(예) 내 친구가 온 지는 1년이 되었다.
我朋友来了一年了。
a. 我朋友来了一年韩国。(X)
→ 我朋友来韩国一年了。
d. 我们看电影了两个小时。(X)
→ 我们看了两个小时电影。

정답 ③

29. 잘못된 문장 표현 찾기 - ‘동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시아오왕 얘는 말 정말 잘 해.
②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③ 그는 어머니께서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④ 내 남동생은 요즘 굉장히 학습에 힘쓴다.
⑤ 그는 생활하며 굉장히 친구들을 돕는다.
정답해설 : 심리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몇몇 능원 동사를 제외한 동사는 일반적으
로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이 옳지 않은 문장은 ⑤번이다.
⑤ 他在生活中非常帮助朋友。 (X)
→ 他在生活中帮助朋友很多。 (O)
30.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방향 보어가 쓰인 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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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a. 밖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너 나가지마라.
b.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바로 뛰어내려 갔어.
c. 그는 앉고 나서, 책가방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정답해설 : ‘방향 보어가 쓰인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바르게 쓰인 문장은 '④번 a, c'이다.
a. 外边突然下起雨来了, 你别出去。(O)
: 이합사일 경우에는 'a(下起雨来)'와 같이, 목적어를 복합 방향 보어 '起来'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c. 他坐下以后, 从书包里拿出一本书来。(O)
: 목적어가 'c'와 같이, 일반 사물을 나타낼 때는 来 /去 앞이나 뒤 모두
위치 가능하다.
그러므로, 바른 문장 표현은 a, c 로 ④번이다.
b. 听见有人叫我, 我马上跑下去楼了。 ㄴ(X)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바로 뛰어내려 갔다.
→ b. 听见有人叫我, 我马上跑下楼去了。
그러나, 'b(楼 : 다층 건물)'와 같은 '장소 목적어'가 쓰였을 경우에,
목적어는 반드시 来/去 앞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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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