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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③ ④ ⑤ ② ① ① ④ ① ④ ⑤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① ⑤ ③ ④ ⑤ ④ ③ ② ③ ④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② ① ③ ② ① ② ③ ① ② ⑤

1. [정 답] 

[출제의도] q와 c의 발음 이해하기

[해 설] q는 모음 ‘ue’, ‘ui’와 만나 /ㄲ/로 발음된다. c는 뒤에 모음 a, o, u 가 

오는 경우 /ㄲ/로, e, i 가 오는 경우에는 /Ɵ/로 발음된다. 따라서 정답은 

2. [정 답] 

[출제의도] 철자 맞추기

[해 설] 기본어휘의 철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fútbol과 bolígrafo의 

두 단어에서 겹치는 음절은 ‘bol’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3. [정 답] 

[출제의도] 강세 규칙 이해하기

[해 설] 스페인어에서 단어가 모음 혹은 자음 n, s 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붙고, 그 밖의 자음으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붙는다. ojo, cara, mano, pelo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므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며, 자음으로 끝나는 nariz는 마지막 음절의 강세가 온다. 따라서 

정답은 번이다.   

4. [정 답] 

[출제의도] 알맞은 어휘 찾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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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어디서 볼까?

B: 시내의   (광장) 에서 만나.

A: 아니야, 그곳에는 차를 둘 만한 빈  (장소) 가 없어.

B: 그렇다면 지하철로 오는 것이 어떻겠니?

par(평화), plaza(광장, 장소), cuenta(계산서), maleta(가방), tarjeta(카드)를 의미하

므로 정답은 번이다.

5. [정 답] 

[출제의도] 장소 전치사구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고양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B: 고양이는 의자의        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고양이는 의자 밑에 있다.)

debajo(아래에), detrás(뒤에), encima(위에), delante(앞에), entrente(정면에)를 의

미하므로 정답은 번이다. 

6. [정 답] 

[출제의도] tener + 명사 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너는 지금 왜 부엌에 있니?

B: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야. 물을 마실 거야. 

sed(갈증), duda(의심), pared(벽), puerta(문), sonrisa(미소)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번이다. 

7. [정 답] 

[출제의도] 장소 찾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뭘 원하십니까? 

B: 항공편으로 이 편지를 보고타로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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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러면 이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적으세요.

B; 고맙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우체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banco(은행), museo(박물관), teatro

(극장), correos(우체국), mercado(시장)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번이다. 

8. [정 답] 

[출제의도] 사람 묘사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다니엘이 누구지?

B: 안경 쓴 저 남자애야. 

   셔츠에 반바지를 입었지.

A: 모자를 쓴 저 남자애 말이야?

B: 아니, 넥타이를 맨 남자애. 

다니엘은 안경, 셔츠, 반바지, 넥타이 등의 4가지를 착용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정답은 번이다. 

9. [정 답] 

[출제의도] 관용표현 알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어떻게 지내니?

B: 보통이야. 내일 역사 시험이 있거든. 

A:            !

B; 정말 고마워. 

Basta(됐어), Con Permiso(실례합니다), Buen Apetito(맛있게 먹어), 행운을 빌어

(Buena suerte), Por supuesto(물론)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10. [정 답] 

[출제의도] 표지판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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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지고 입장하지 마십시오.

걷거나 혹은 자전거 입장만 허용됩니다. 

선택지에서 자동차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번의 표지판이다. 

11. [정답] 

[출제의도] tocar의 관용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파블로, 또 외출하니?

B: 응, 에밀리아와 영화관에 갈 거야.

A: 그런데 너 그전에 쓰레기를 버려야해.

B: 오늘이 내 차례야? 

A: 물론이지!

누구에게 어떤 일의 순서가 돌아올 때 tocar 동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Me toca (a mí).: 내 차례다. Te toca (a tí).: 너의 차례다. Le toca a ella.: 

그 여자의 차례다. 따라서 정답은 번이다. 

12. [정답] 

[출제의도] 전화 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여보세요?

B:             ?

A: 미안합니다. 세사르라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보아, B는 세사르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 보기에서 c는 “세사르를 바꿔주

세요.” d.는 “세사르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므로 정답은 번이다. 

13. [정답] 

[출제의도] 관용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네 올해 휴가는 며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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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리 많지 않아.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지. 

A: 그것 밖에? 안 됐다. 

B: 그렇기는 하지만, 여행하기에는 충분해. 

선택지는 각각 Por poco(하마터면), Más bien(오히려), Como mucho(기껏해야), Más o 

menos(대강), Por lo menos(적어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번이다. 

14. [정답] 

[출제의도] 편지 내용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로베르토,

나는 마드리드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학교에서 매일 4시간 씩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단

다. 오후에는 반 친구들과 테니스를 치기도 해. 집에서는 자기 전에 음악을 들어. 내일

은 베아트리스와 함께 해변에 갈 거야. 

입맞춤을 보내며,

보람. 

선택지에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번이다. 

15. [정답] 

[출제의도] 대화 인물 유추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녕, 파코!

B: 안녕, 마리아! 너에게 아나의 친구인 후안을 소개할게. 

C: 반가워. 

A: 반가워

B: 아나는 나중에 엘레나와 함께 올 거야.  

C의 말 ‘Encantado’를 통해 C가 남성(후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6. [정답] 

[출제의도] 날씨 표현 이해하기

[해 설] 선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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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요일에는 비가 올 것이다. 

② 일주일 내내 해가 날 것이다. 

③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눈이 올 것이다. 

④ 일주일 동안 기온은 점차 내려갈 것이다. 

⑤ 일요일은 화요일보다 더 더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17. [정답] ③

[출제의도] 시간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 몇 시야? 

남자: 미안,       

내용으로 보아 남자는 시계가 없어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8. [정답] ②

[출제의도] 일상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학교에 늦겠다.             ?

B: 응, 지금 가. 걱정하지 마!

내용으로 보아 밑줄에는 “준비됐어?” 같은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9. [정답] ③

[출제의도] costar동사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나 사무실에 간다. 

B: 정말? 힘들지 않아? 

C: 응, 그렇게 힘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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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r동사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costar는 ‘비용이 들다, 힘이 들다’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e cuesta: 나 힘들어. Te cuesta mucho: 너 무척 힘들어 

하는구나.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0. [정답] 

[출제의도] 상점대화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인): 안녕하세요?             ?

(여자): 사과 1킬로를 주세요. 

“¿Qué le pongo?": 무엇을 드릴까요?(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라서 정답은 

21. [정답] ②

[출제의도] 일상표현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B: 톨레도를 여행하려 한다. 

A:               ! (톨레도는) 작지만 멋진 도시야. 

B: 그래, 모두들 그렇게 말해. 

대화 내용으로 보아 “Qué bien(좋아!)"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2. [정답] 

[출제의도] 대화의 순서 유추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녕하세요!

B: 더블룸이 있습니까?

A:                              

B: 3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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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여기 있습니다. 방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A:                              

B: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네, 선생님. 며칠을 원하십니까? 

b.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c. 물론이죠, 그러나 시간 당 20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3. [정답] ③

[출제의도] 스페인 미술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를로스 4세>는 고야의 유명한 그림이다. 한 가운데에 카를로스 4세의 왕비인 마리

아 루이사가 있는데, 왕궁에서 그녀는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왼

쪽 뒤에는 고야가 있다. 모든 인물들이 우아한 의상을 입고 있다.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없는 것은 ③번이다. 

24. [정답] ②

[출제의도] 어휘 문화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초콜릿을 위한 물처럼”은 무슨 뜻이지? 

B: “매우 화가 났다”는 뜻이지. 멕시코 식 표현이야. 이 표현은 뜨거운 초콜릿을 만드

는 방법에서 유래했어. 

A: 아, 이제 이해하겠어. 

B: 라우라 에스키벨은 자신의 책 중에 이 표현을 사용하지. 또한 알폰소 아라우의 동명 

영화가 있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②번이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스페인어Ⅰ)

정답 및 해설 

 

- 9 -

25. [정답] 

[출제의도] 라틴 아메리카 축제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6월이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흥미 있는 축제의 하나인 

인티 라이미를 보러 쿠스코에 온다. 이 축제는 잉카족에서 유래하며 이름은 “태양의 축

제”라는 뜻이다. 사방에 음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춘다.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26. [정답] ②

[출제의도] faltar동사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우리는 이미 과일과 생선이 있어.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B: 보자... 음료수와 와인이              

A: 와인은 있어. 집에 3병이 있지. 

Faltar 동사는 ‘~가 부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faltan”

을 써야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7. [정답] ③

[출제의도] 정관사의 용법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에게 현대시 한 편과 옛날 시 한편을 읽어줄게. 두 시 모두 아름다워. 

ambos는 두 개를 의미한다. 이미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정관사를 써야하고, 

시(poema)가 남성이기 때문에 los dos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8. [정답] 

[출제의도] 의문사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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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촌 페드로의 나이는?

B: 그는 25살이야. 

A: 뭐하는 사람이지?

B: 산 이그나시오 병원에서 남자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A: 어떤 사람이야? 

B: 상냥한 사람이야. 

나이와 직업을 물을 때 의문사 qué,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을 물을 때 cómo를 쓴다. 

따라서 정답은 

29. [정답] ②

[출제의도] 전치사 이해하기

[해 설] 선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프가 닭고기 맛이다. (saber a ~ : ~의 맛이 나다)　

② 나는 가끔 도시를 방문한다. 

③ 창문은 산들을 향하고 있다. (dar a ~ : ~로 향해(면해) 있다)

④ 베로니카는 나의 여선생님을 알고 있다. (사람 앞에 전치사 a)

⑤ 교회는 여기서 10분 거리다. (거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a)

la ciudad 앞에 전치사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0. [정답] 

[출제의도] 부사 이해하기

[해 설]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그녀는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 

b. 그는 너보다 훨씬 더 요리를 잘 한다. 

c. 호르헤는 아주 시원한 주스를 선호한다. 

d. 크리스티나는 그의 이모의 아주 친한 친구다. 

a, b, c, d 모두 맞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