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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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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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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철자, 발음, 성조 및 어휘

1. 단어에 들어갈 철자 찾기

정답해설: □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④ toán이다.
                                                                      정답 ④

2. 같은 발음의 철자 찾기

정답해설: gái(여자)의 g와 ghế(의자)의 gh는 서로 발음이 같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을 고른 것은 선택지 ② (a), (c)이다.                정답 ②  

                                                                         

3. 옳은 성조의 낱말 찾기

나의 형은 경찰(cảnh sát)이야.

정답해설: 밑줄 친 ‘cảnh sát’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은 ① (a)이다.         정답 ①

quạt (선풍기), đèn(스탠드), túi xách (가방), điện thoại (전화기)

Chị gái tôi đang ngồi nghỉ trên ghế nhỏ trong công viên.
   (a)               (b)      (c) (d)   
우리 누나는 공원 안(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

A : 나의 취미(Sở thích)는 야구(bóng chày)야. 

               (a)              (b) 

   한가할(rảnh rỗi) 때, 너는 무엇을 해? 
            (c)

B : 나는 주로 운동(thể thao)을 하거나 텔레비전(truyền hình)을 봐.
                    (d)                         (e)



2

4. 알맞은 어휘 찾기

  
정답해설: 그러므로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⑤이다.          정답 ⑤ 
                        
5. 알맞은 어휘 찾기

◦ 이 신발이 누나에게 나요?  
◦ 텔레비전 소리가 약간 커, 조금 줄이면 .

① 더럽다          ② 좁다             ③ 잘 맞다, 적당하다
④ 친하다             ⑤ 푸르다

정답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  
  
                                                            
[6~9] 문법

6. 종별사

◦ 나의 조부모님은 물소 두 를 키우신다. 
◦ 절 근처에 큰 강 한 가 있다.

① 장  ② 개(사물)    ③ 마리, 개(강, 도로 등)
④ 개, 대  ⑤ 권 

정답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
                                     
7. 상관어구 

a. 하(Hà)는 영어 듣기는 꽤 잘해도 영어 말하기는 잘 못한다.
b. 비록 하(Hà)는 영어 말하기는 잘 못하지만 영어 듣기는 꽤 잘 해도. (비문)
c. 하(Hà)는 영어 말하기는 잘 못해도 그래서 영어 듣기는 꽤 잘한다. (비문)  
d. 비록 하(Hà)는 영어 말하기는 잘 못하지만 영어 듣기는 꽤 잘한다. 

정답해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베트남어 - 베트남어

▶ 보통 네 개의 바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승
객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형차.

(a)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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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순

A : 비 선생님은 언제 한국에 가셨어?
B : 비 선생님은  가셨어.

정답해설: ‘cách đây’는 거리나 이미 지난 시간의 기간을 나타내며, khoảng(약) + vài
(몇, 두세) + năm(년)의 어순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cách 
đây khoảng vài năm(약 이삼 년 전에) 이다.                               정답 ①
                                             

9. 복합 문법
정답해설: ① Ai cũng nghĩ Lê xinh nhất lớp.(누구나 레가 반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
한다.) ② Cháu sắp đến tuổi đi học chưa?(너는 학교 갈 나이가 됐니?) ③ Cả ngày 
Hoa không làm việc gì cả.(호아는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④ Hôm qua nó 
được công an phạt tiền.(어제 그는 공안(경찰)으로부터 벌금 처벌을 얻었다.) 벌금 처
벌을 받은 것은 부정적 의미를 표현하므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bị’를 사용하여 
‘Hôm qua nó bị công an phạt tiền.(어제 그는 공안(경찰)으로부터 벌금 처벌을 받았
다.)’이 옳다. ⑤ Nếu tròi lạnh thì em mặc thêm áo vào nhé.(만약 날씨가 추우면 너는 
옷을 더 입어라.) 그러므로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
      

      
                                                   
[10~25] 의사소통 기능

10. 인사 표현 이해하기 

A : 안녕. .
B : 네, 잘 가요 누나.

<보 기>

a. 괜찮아      b. 당연하지
c. 또 만나자      d. 조심히 가렴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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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표현 이해하기

A : 오늘 우리 학교는 역사 시험이 있었어. 내일은 지리 시험이 있을 거야.
B : 우리 학교는 어제 지리 시험이 있었어. 그리고 역사 시험은 내일 있을 거야.
A : 그렇구나! 어제 너는 시험을 잘 봤니?
B : 잘 봤어. 내가 지리를 좋아하잖아.

① B는 지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② B의 학교는 역사 시험이 있었다.
③ B는 지리 시험을 잘 봤다.
④ 어제 A의 학교는 지리 시험이 있었다.
⑤ 내일 A의 학교는 역사 시험이 있을 것이다.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정답 ③
  

                                                               
12. 먹고 마시기 표현 이해하기

A : 너 빵 먹을래?
B : 아니, 나는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

뭐 마실 것이 있어? 
A : 있어. 냉장고 안에 음료수 몇 캔이 있어.

① 목이 매우 말라
② 표가 더 이상 없어
③ 대체로 집에서 샤워해
④ 외국에서 살아
⑤ 프로그램이 끝났어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①이다.                정답 ①

13. 시간 표현 이해하기

A :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야. 내일 나와 함께 선물 사러 가자. 
B : 네, 아침 10시에 가능해요? 
A : 내일 나는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이 있어. 
B : 그럼 11시 반에 언니 학교에서 만나요. 
A : 응, 좋아.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가 만나기로 한 시각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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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표현 이해하기

A : 어제 나는 새로운 집을 구했어.
B : ?
A : Kim Mã길에 있는 123슈퍼 바로 옆이야. 
B : 그래? 우리 형도 그 근처에 살아.

① 어디에 있어              
② 누구를 위해 (집을) 빌렸어
③ 언제 너는 이사 갈 거야  
④ Kim Mã길에는 무엇이 있니
⑤ 너의 집은 방이 몇 개야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이다.                       정답 ①
                                                                    

15. 감사와 사과 표현 이해하기

A : 비가 오고 있네. 나는 우의가 없어. 
B : 내가 2개를 갖고 있어. 너에게 한 개를 빌려 줄게. 
A : .
B : 천만에.

① 천만에       ② 나는 평소와 같아
③ 나는 팔지 않아       ④ 정말 고마워 
⑤ 나는 너에게 빌려주지 않아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   
    

16. 묘사 표현 이해하기

A :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사진 찍으러 갈래?  
B : 나는 바빠. 그림 공부도 하고 수영도 하러 가야 해.
A : 그럼 내일 오후는 어때? 
B : 할머니를 뵈러 간 후에 머리를 자르러 가려고 해. 
A : 응, 그럼 다음번에 (가자).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내일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 것은 ③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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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상정보 관련 표현 이해하기

A : 언니의 직업은 뭐예요?
B : .
A : 그렇군요! 우리 언니 또한 언니와 같은 직업이에요.

① 나는 기자야
② 나는 한국 사람이야
③ 나는 대도시에서 살아
④ 우리 집은 우체국에서 매우 가까워
⑤ 나와 너의 언니는 서로 몰라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이다.                        정답 ①
                                               

18. 방 빌리기 표현 이해하기

A :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 저는 1인실을 하나 빌리려고 합니다.
A : ?
B : 3일(밤) 묵을 겁니다.

① 몇 개의 방이 필요하세요
② 얼마 동안 빌리려고 하세요
③ 하룻밤에 얼마예요
④ 몇 명을 위해 (방을) 빌리려고 하세요 (몇 명이 묵을 거예요)
⑤ 어떤 종류의 방을 빌리려고 하세요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②이다.                        정답 ②
                                                               

19. 취미 표현 이해하기

홍 : 내일 오후에 너는 시간이 있니?
하나 :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홍 : Taxi, em tên gì?(택시, 이름이 뭐예요?)라는 새로운 베트남 영화가 있어. 

함께 보러 가자. 
하나 : 좋아요. 이것(베트남 영화를 보는 것)은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한 좋은 방

법이기 때문에 저도 보고 싶어요.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③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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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소 관련 표현 이해하기

① Nguyễn Du길 23  
② VH은행 앞에서 (만나자)  
③ Bến Thành시장 동문(에서 만나자) 
④ 내년에 나는 Nha Trang에 있을 거야 
⑤ 학교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으로 와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

21. 가족 관계 표현 이해하기

A : 너는 형제자매가 몇 명이니? 
B : 나는 남동생 한 명밖에 없어. 
A : 너의 남동생은 몇 살이야?
B : 그 애는 17살이야.
A : 그러면 너의 남동생은 내 여동생과 나이가 같네.

① A는 남동생이 있다.
② A의 여동생은 17살이다.
③ B의 남동생은 B보다 1살 어리다.
④ A는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⑤ A의 가족은 4명이다.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②이다.                       정답 ②  
 

                            

수업 끝났니?

끝났어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

네, 제가 바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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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날씨 표현 이해하기

A : 내가 Đà Lạt에 온 지 이틀이 됐어.
B : 그래? 요즘 Đà Lạt에는 안개가 많지?
A :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날씨가 화창해. Hà Nội는 어때?
B : 비가 오고 있어.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Đà Lạt과 Hà Nội의 현재 날씨는 ③이다.  정답 ③
 
                                                                          
23. 진료, 증상 관련 표현 이해하기

교사 :
학생 : 저는 머리가 매우 아파요.
교사 :  너 머리가 매우 뜨겁구나. 너 열이 있어.
학생 : 네. 
교사 : 내가 학교 보건 선생님에게 너를 데려다 줄게.

<보 기>

a. 선생님이 좀 볼게.        b. 너 어디가 안 좋니?
c. 저는 어지럽기도 해요.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②이다.                                            정답 ②                
    

24. 광고 표현 이해하기
IFL 외국어 학원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강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강좌 개설 

∘일요일 오전 (5 – 7세) 어린이를 위한 영어 강좌 개설

∘각 반 정원 10명에서 15명까지

∘대학생에게 수업료 10% 할인
  
 연락처 : 028 1234 5678

10 Lê Duẩn, TP. Hồ Chí Minh

정답해설: 외국어 학원 광고이다. 광고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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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고팔기 표현 이해하기

A : 언니, 이 오렌지는 1kg에 얼마예요?
B : 100,000동이야.
A : 매우 비싸네요! 깎아 줄 수 있어요?
B : 안 돼, .

① 정가에 파는 거야
② 이 철에는 오렌지가 매우 비싸
③ 이 가격이면 전혀 비싼 게 아니야
④ 20,000동 깎아 줄게
⑤ 1kg에 100,000동이면 싼 가격이야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

[26~30] 문화

26. 지역 문화의 이해

Hội An은 베트남의 중부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도시이다. 17세기에 Hội An은 베
트남의 큰 국제 항구였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교역 중심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외국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장사를 했다.

정답해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②이다.  
                                                                      정답 ②
                 

<보 기>
a. 현재, Hội An은 동남아의 큰 국제 항구이다.
b. Hội An은 지금 베트남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c. 17세기에 많은 외국 상인들이 Hội An에 와서 장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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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활 문화의 이해

훙  : 미나야 안녕! 여성의 날을 축하해!
미나: 오늘이 여성의 날이야?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잖아.
훙  : 응, 하지만 그날은 국제 여성의 날이었고, 10월 20일은 베트남 여성의 날이야.  
미나: 그래? 그럼 이 날에 베트남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여성들을 축하해 주니? 
훙  : 베트남 사람은 보통 축하 인사와 함께 꽃과 선물을 줘.   

<보 기>

a. 베트남 여성의 날은 10월 20일이다. 
b. 매년 베트남 여성의 날은 휴일이다. 
c. 베트남 사람은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 
d.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여성의 날에 일반적으로 꽃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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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지역 문화의 이해

Kim Đồng은 본명이 Nông Văn Dền이고 고향은 Cao Bằng이다. Kim Đồng은 13살 
때부터 혁명에 참가하였다. 그는 편지 배달, 길 안내 등의 임무를 맡았다. 1943년
에 그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희생되었다. 그때 Kim Đồng은 겨우 15살이었다. 그
는 베트남의 소년 영웅이다.

정답해설: Kim Đồng에 관한 글이다.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 
                                                                     

29. 지역 문화의 이해

Bún bò Huế는 Huế의 특별한 음식이다. 이 음식은 일반적으로 매운 맛 그리고 독
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 Bún bò Huế는 분,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재료로 만
들고, 익히지 않은 각종 채소와 함께 먹는다. 오래전부터 bún bò Huế는 많은 베트
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① Huế에는 bún bò Huế 요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 있다.
② Bún bò Huế의 재료는 Huế에만 있다. 
③ 베트남 사람은 저녁에 bún bò Huế 먹는 것을 좋아한다. 
④ Huế에서 bún bò Huế는 다른 곳들보다 대체로 저렴하다. 
⑤ 소고기는 bún bò Huế의 재료 중 하나이다. 

정답해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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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역사 문화의 이해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건설 및 금융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4천 개 이상의 한국 회사가 베트남에 투자
하고 있다. 2016년에 한국인의 베트남 방문 건수는 150만을 넘었다. 2017년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이 있다. 

정답해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③이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