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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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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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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철자, 발음, 성조 및 어휘

1. 단어에 들어갈 철자 찾기

정답해설 : 그러므로 □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선
택지 ② bát이다.                                                      정답 ②

2. 같은 발음의 철자 찾기
정답해설 : kính(안경)의 k와 발음이 같은 철자는 c이다. 
선택지① cây(나무) 선택지② đào(복숭아) 선택지③ ghế(의자) 선택지④ kho(창고) 
선택지⑤ nhựa(송진)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선택지 ① cây이다.  
                                                                      정답 ①
                                                                              
3. 옳은 성조의 글자 찾기
정답해설 : 선택지① Ha-na luôn cố gắng làm việc.(하나는 항상 열심히 일한다.) 
선택지② Tôi làm bài kiểm tra tiếng Việt.(나는 베트남어 시험을 본다.) 선택지③ 
Bà Hiền hay mua sắm ở siêu thị.(히엔 할머니는 자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다.) 선택지④ Anh Hùng tưởng tượng về Hàn Quốc.(훙형은 한국에 대해 상상한
다.) 선택지⑤ Nếu thuần tiện, anh hãy đến thăm tôi.(만약 편하면, 형이 나를 방문
하세요.)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의 성조 표기가 옳은 것은 선택지 ④이다.        
                                                                      정답 ④
                                                                              
4. 알맞은 어휘 찾기
A : 멜론이 매우 달지? 더 먹으렴!
B : 제가 이미   (a)  을 먹었어요. 저 란에게 주기 위해서,   (b)   안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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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ẹ tặng cho bé sách tranh và bút màu.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림책과 색연필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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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반             더              ② 절반            (앞 단위의)반
③ 더               절반            ④ 더              (앞 단위의)반
⑤ (앞 단위의)반     더          
정답해설 : 그러므로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①이다.       
                                                                정답 ①  
                       
5. 알맞은 어휘 찾기
◦내 여동생은 나 키가 커.

◦너 운전 있니?

정답해설 : 선택지 ① hơn ‘~보다 더’, ② kém ‘부족한, 못하는’, ③ như ‘~처럼’ ④ 
bằng ‘~만큼, 증서’, ⑤ giỏi ‘잘하는’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④ bằng이다.                                       정답 ④ 

[6~9] 문법

6. đâu, hết 용법
정답해설 : 선택지① Em đã gặp cô Thu đâu.(제가 어디 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택지② Có ai nói cho em rõ đâu.(저에게 누가 정확하게 말해줘요.) 선택지③ 
Bạn có thức khuya gì hết.(비문) 선택지④ Mùa này trới chẳng lạnh đâu.(이 
계절에 날씨가 어디 춥지 않아.) 선택지⑤ Bài này mình chưa hiểu gì hết.(이 과는 
내가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그러므로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③이다.     
                                                                      정답 ③
                                
7. làm sao, làm thế nào 용법
a. 응옥 선생님은 여기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

b. 어떻게 응옥 선생님이 여기에 올 수 있어?

c. 어떻게 응옥 선생님이 여기에 안 올 수 있어?

정답해설 : ‘làm thế nào’(어떻게)는 방법을, ‘làm sao’(어떻게)는 반어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택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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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순 
A: 한국에 가면, 베트남을 매우 그리워하겠네요?
B: 그리워하지, 특히 같은 반 친구들과 즐거운 공부 시간들을.(những giờ học 
thú vị với các bạn cùng lớp)

정답해설 :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④이다.       정답 ④
                                                                              
 9. bị, được 용법

A : 우리가 시험 봐서 높은 점수를   (a)  . 놀러가자!
B : 오늘 내가   (b)  피곤해. 내일 가자.

    (a)          (b)                  (a)            (b)
① 당하다       얻다, 받다         ② 당하다        해야 한다
③ 얻다, 받다    당하다            ④ 얻다, 받다    해야 한다
⑤ 해야 한다     얻다, 받다
정답해설 : 그러므로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③이다.
                                                               정답 ③
                                                      
[10~25] 의사소통

10. 소개 표현 이해하기 
미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 미나예요.

미나 아버지: 안녕. 호아야, 내려와! 미나 왔다.

호아: 네, 바로 내려가요, 아빠.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①이다. 
① 호아의 학교 친구                    ② 네 아버지는 어떠니?          
③ 너 무슨 일이니?                     ④ 그리고 이쪽은 나의 아버지이셔.
⑤ 내 방은 너무 깨끗해                                               정답 ①   
                                                              
11. 안부 표현 이해하기

수호: 안녕. 내 이름은 수호야.

타오: 안녕하세요. 저는 타오예요. .

수호: 나도 너를 만나 매우 기뻐.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⑤이다.     
① 안녕히 계세요                 ② 나도 건강해         
③ 또 만나                       ④ 오늘 매우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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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빠를 만나 반가워요                                               정답 ⑤ 
                                                             
12. 길 묻기 표현 이해하기
이 버스가 ?

아니에요. 50번 버스를 타세요.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①이다.     
① 호떠이 가나요                  ② 어느 길로 가나요         
③ 손님이 몇이에요                ④ 표는 어디에서 사요
⑤ 자리가 있나요                                                     정답 ①

13. 시간 약속 표현 이해하기
A : 오후 5시에, 너 축구할 수 있어?
B : 그래. 몇 시에 만나?
A : 지금이 3시 20분이야. 그럼, 내가 너의 집에 4시 40분에 갈게.
B : 응, 그래.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지 ①이다.             정답 ①
                   
14. 사과 표현 이해하기
너 도서관에 도착했니?

네, 도착했어요.

, 내가 조금 늦어.

네, 제가 기다릴게요.

<보 기>

a. 미안해 b. 가능하지

c. 동의하지 않아 d. 길이 너무 붐벼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15. 일과 표현 이해하기
오늘, 소미와 비는 학교에서 문학, 수학 그리고 체육 3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

고 나서, 소미는 비가 링언니와 함께 놀러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비는 탁구동아리에

가야해서 바쁘다

정답해설 :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선택지 ④이다.             
① 링은 어디로 놀러 가는가?           ② 비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는가?        
③ 링은 몇 과목을 공부하는가?         ④ 공부한 후에 비는 한가한가?
⑤ 소미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가?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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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습 표현 이해하기
미나: 오늘 선생님은 왜 아오자이를 입으셨어요?

마이 선생님: 오늘이 베트남 스승의 날이란다.

미나: 그래요!

마이 선생님: 괜찮아. 너는 외국인이잖아. 이 날에, 여선생님들은 보통 아오자이를
입어.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③이다.
① 선생님 기억하세요.                   ② 누가 이 아오자이를 빌렸어요?        
③ 지금에야 제가 알았어요.              ④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⑤ 선생님은 항상 아오자이를 입어요.                                   정답 ③

17. 취미 표현 이해하기
A: 어제 너 뭐했니?
B: 오전에는 낚시와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오후에는 집을 청소하고 소설을 읽었어.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그림은 선택지②이다.  
                                                                      정답 ②
                                               
18. 경험 표현 이해하기
A: 나는 두리안을 매우 좋아해. ?

B: 저는 한번 먹었지만 그것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요.

A: 너와 같은 베트남사람도 있어.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⑤이다. 
① 언제가 두리안 철이니               ② 언제 이 두리안이 익니        
③ 두리안을 어디에서 자주 파니        ④ 두리안 색을 좋아하니
⑤ 두리안을 먹어봤니                                                 정답 ⑤
                                                                
19. 식사 관련 표현 이해하기
A: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B: 내가 다 요리한 거야. 너

A: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 기>

a. 너무 배불러 b. 요리해줘

c. 많이 먹어 d. 어려워하지 마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
한 것은 선택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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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입장권 표현 이해하기
문묘 – 국자감
주소 : 하노이 국자감 58번지

출입티켓

번호 : 019xx10 가격 : 30,000동
사용기간 : 2016/11/01부터 2016/11/30까지

(1회만 사용 가능)

<보 기>

a. 티켓 가격은 삼 만동이다. b. 사용기간은 두 달이다.

c. 국자감은 문묘거리에 있다. d. 티켓은 11월 12일에 사용했다.

정답해설 : 입장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21. 초대 표현 이해하기
썬: 뚜언, 다음 달에 레선생님이 결혼하셔. .

뚜언: 그럼 너 나와 같이 선생님께 행복을 기원하러 가자.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④이다.               정답 ④  
① 레선생님 앉으세요                  ② 나는 레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        
③ 레선생님 말이 맞지 않아            ④ 레선생님이 우리를 초대했어
⑤ 나의 가족은 네 명이야. 
                               
22. 장래 희망 표현 이해하기
A: 내년에 졸업하면 너 뭐 할거니?

B: 나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푸꿕에 있는 고향에 가서 교사를 할 거야.

너는?
A: 나는 이 도시에 있을 건데, 역시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거야.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지 ⑤이다.            
① A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② B의 아버지는 근로자이다.        
③ B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          ④ A는 B보다 일 년 후에 졸업한다.
⑤ A와 B는 교사를 하기 원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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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함 표현 이해하기
연꽃

베트남 전통 음식

주소 : 하노이 응우옌 10번지

전화 : 04 32xx 5678
이메일 : hoasen@hmail.com.vn

오픈시간 : 11:00 ~ 22:00 (월요일 휴무)

정답해설 : 식당 명함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선택지 ④이다.      
① 주소                   ② 연락처
③ 영업시간               ④ 주인 이름
⑤ 휴무일                                                            정답 ④
                                               
24. 사과 표현 이해하기
A: 오늘 미화 1달러에 몇 동이에요?

B:
A:

B: 그래요, 손님 것은 4,454,000동입니다.

A: 500,000동 8장을 주세요, 나머지는 뭐든지 좋습니다.

B: 네, 그래요.

<보 기>

a. 어떤 종류로 받기를 원하세요?

b. 미화 1달러가 22,270동입니다.

c. 미화 200달러는 베트남 돈으로 바꿔주세요.

정답해설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선택지 ③이다.                                          정답 ③

25. 날씨 표현 이해하기
A : 다음 주에 냐짱에 무엇으로 가니?
B : 기차로 가요. 내일 제가 역에 가서 표를 살 거예요.

A : 기차는 매우 느려. 일단 여행사에 가서 다른 수단이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아.

B : 고마워요. 제가 갈게요.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권한 장소에 해당하는 그림은 선택지 ③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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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문화

26. 지역 문화의 이해
바딘 광장은 수도 하노이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1945년 9월 2일, 여기에서 호찌민

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여, 베트남의 탄생을 알렸다. 현재, 거기에는 호찌민 묘가 있

다. 많은 내외국인이 바단 광장과 호찌민 묘를 방문한다.

정답해설 : 바딘 광장에 관한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지 ④이다.        
                                                                     정답 ④
                   
27. 지역 문화의 이해
민 : 떤아, 다음 주에 내가 판씨빵 산에 가.
떤 : 좋네요! 판씨빵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일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아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려요.
민 : 그러면 등산하기가 힘들겠네?
떤 : 아니에요. 2016년 2월부터, 거기에 약 6,290미터 길이의 세 줄 케이블카가 있
는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라고 해요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지 ⑤이다.              
① 판씨빵 산은 높이가 6,290미터이다.               
② 민은2016년에 케이블카로 여행을 갔다.        
③ 떤은 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④ 민과 떤은 다음 주에 판씨빵 산에 여행을 갈 것이다.
⑤ 세계에서 가장 긴 세 줄 케이블카가 판씨빵 산에 있다.                 정답 ⑤
           
                                                               
28. 생활 문화의 이해
베트남에서 바잉쭝투(추석 떡)은 추석에 보편적인 음식이다. 떡은 보통 둥글거나 사

각이다. 그 외에, 떡은 돼지나 생선 모양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보통 떡은 약 2주

보관할 수 있다. 추석에, 떡은 상점에서 많이 판매된다. 모든 사람이 보통 먹거나 선

물을 하기 위해 산다.

정답해설 : 바잉쭝투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것은 선택지 ⑤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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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역사 문화의 이해
A : 할아버지, 롱비엔 다리는 만들어진지 오래되었나요?

B : 오래됐어. 1898년부터 1902년까지 건설되었지. 처음에는 Paul Doumer라는 이름

을 지녔어.

A : 그럼 이 이름이 언제 롱비엔이 되었나요?

B : 1945년부터야 얘야. 길이는 약 2,500미터란다. 현재, 다리 가운데는 기차 길이고

양쪽은 자전거 길이야. 인도도 같이 바깥쪽에 있어.

정답해설 : 롱비엔다리에 관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선택지 ①이다.  
① Paul Doumer라는 이름이 있었다.               
② 1898년에 만들어졌다        
③ 1945년 전부터 롱비엔 이름이 있었다.               
④ 기차 길이 다리 양쪽에 있다. 
⑤ 인도가 다리 가운데에 있다.                                        정답 ①    
 

30. 역사 문화의 이해
보응우옌잡은 베트남의 대장이다. 그는 베트남군대를 지휘하여 프랑스와 미국과의

항전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역사교사였다. 베트남과 세계가 그의 재능과 도덕성을

매우 존경한다. 그의 회고록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보 기>

a. 그의 재능과 도덕성이 매우 존경을 받는다.

b. 그는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c.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 교사였다.

d. 그는 두 항전을 지휘하여 승리하였다.

정답해설 : 보응우옌잡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택지 ②이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