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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다.
있는 모음 다음에 자음이 1개 오거나 h가 올 

때, 모음 다음에 ß가 올 때 모음은 길게 발음된다.
2. [출제의도] 자음의 발음을 이해한다.

v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또는 외래어에서 
[v]로 발음된다. 

3. [출제의도] 강세의 위치를 이해한다.
Unterricht는 제1음절에 강세가 있다. 분리 동사는 
분리 전철에 강세가 있다. 

4. [출제의도] 숙어 동사의 용법을 이해한다.
A: 실례합니다, 중앙역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요?
B: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 대단히 고맙습니다.
mit + 교통수단 + fahren ~ 을 타고 가다

5. [출제의도] 동사의 의미를 이해한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의자 위로 앉힌다.
① 눕히다 ② 앉히다 ③ 앉아 있다 ④ 누워 있다 
⑤ 걸다

6. [출제의도] 형용사의 의미를 이해한다.
A: 그 쇠고기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B: 그것의 무게는 1킬로그램입니다.
① 나이가 많은 ② 큰 ③ 밝은 ④ 깊은 ⑤ 무거운

7. [출제의도] 명사의 성을 이해한다.
A: 도와 드릴까요?
B: 예, 저는 트렁크 / 우산을 하나 찾고 있습니다.

8. [출제의도] 전치사의 용법을 이해한다.
a. 너는 점심을 몇 시에 먹니?
b. 당신은 정말로 친절하십니다.
c. 너의 독일어 성적은 어떠니?
d. 나는 그 방에 만족한다.

9. [출제의도] 명사의 수와 격을 이해한다.
A: 당신은 언제부터 베를린에 와 있나요?
B: 9일 전부터요.
복수 명사의 3격은 - n으로 끝난다.

10. [출제의도] 과거 분사의 형태를 이해한다.
a. 그는 호텔방을 예약했다.
b. 어제 나는 그 산을 올라갔다.
c. 그녀는 딸에게 양말을 신겨 주었다.
d. 바이에른 뮌헨은 FC 쾰른을 3 : 0으로 이겼다.
steigen의 과거 분사는 gestiegen이다.

11. [출제의도] 소유 대명사의 용법을 이해한다.
für 다음에 존칭 소유대명사 남성 4격이 들어간다.

12. [출제의도] 대화의 장소를 이해한다.

A: 무엇을 원하세요?
B: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책 3권입니다.
A: 그 소포는 완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B: 그러면 내가 바로 열어 놓겠습니다.

13. [출제의도] 배차 시간을 이해한다.
A: 대학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B: 버스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A: 버스는 얼마나 자주 다니나요?
B: 10분마다 다닙니다.

14.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나의 집 욕실의 샤워기 꼭지가 고장 났어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B: 잠깐만요! 금요일에 가겠습니다.
A: 모레요? 그건 너무 늦어요.
B: 그럼 좋습니다, 내일 가죠.
A: 좋습니다.

15.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나는 용돈을 너무 적게 받아. 그래서 일하려고 해.
B: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A: 가능하다면 세차하는 일을 하고 싶어.

16.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안녕하세요, 슈미트 선생님! 저는 토마스예요.
B: 안녕, 토마스! 대체 무슨 일이니?
A: 오늘 제가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배가 아파요.
B: 아 그래? 의사에게 가 보렴!

17.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A: 나는 오늘 오후에 테니스를 하려고 해.
B: 하지만 비가 올 것 같아. 차라리 영화관 가자!
A: 그래, 동의해.

18. [출제의도] 식비 계산 표현을 이해한다.
A: 웨이터, 계산서 주세요. /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

산할 수 있을까요?
B: 함께 하실래요 아니면 따로 하실래요?
A: 함께 계산하겠습니다.
B: 14유로입니다.
A: 여기 20유로입니다, 15유로로 계산해 주세요.
B: 대단히 고맙습니다. 5유로 돌려받으세요.

19. [출제의도] 확신의 표현을 이해한다.
A: 나는 페트라에게 책 1권 선물하려고 해. 그것

이 그녀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있어.
B: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들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녀는 책을 아주 즐겨 읽거든.
20. [출제의도] 의복의 어울림 표현을 이해한다.

A: 이봐, 이 모자 나에게 어울리니?
B: 그래, 그것은 너에게 잘 어울려.

21. [출제의도] 신원 문의 표현을 이해한다.
A: 그 남자는 누구니?    B: 그는 나의 아버지야.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사랑하는 토마스야,
토요일에 한국에서 나의 여자 친구가 와. 다음날 
나는 파티를 열어. 그래서 너를 초대하려고 해. 기
젤라, 카린, 미하엘도 올 거야. 파티는 오후 6시에 
시작돼. 너 음료수와 기타를 가져올 수 있니?
안녕, 너의 친구 자비네

23. [출제의도] 광고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번역 사무실 Schnell
우리는 11월부터 2월 말까지 사무직으로 일할 2명
의 대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 34 45 67
24. [출제의도] 대화의 순서를 이해한다.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우어입니다.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B: 안녕하세요, 바우어 씨.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있나요?

A: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B: 그러면 당신의 의료보험 카드가 필요합니다.
A: 여기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B: 예, 하지만 오래는 아닙니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햇볕을 쐬거나 공원과 거리
카페에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남유럽에서는 사람
들이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 좋아한다. 
그곳에서는 햇볕이 너무 뜨겁다. 독일에서는 좋은 
날씨가 태양과 적은 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아프
리카에서는 비가 아주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가을 
에 종종 춥고 바람이 분다. 노르웨이에서는 겨울이 
아주 길고 오후에는 이미 날이 어둡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여름에 축제를 연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
라에서 좋은 날씨는 어떤 것인가요?

26. [출제의도] TV 시청 표현을 이해한다.
A: 토비아스, 너는 TV 시청을 즐겨하니?
B: 그래, 나는 TV 시청을 자주 해.
A: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니?
B: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겨 봐.

27. [출제의도] 표지판을 이해한다.
(a) 여기에 주차할 수 있다.
(b) 여기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
(c)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다.
(d) 여기서 환전할 수 있다.
(e) 여기서 목재를 구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생일 노래 가사를 이해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무래도 좋아,
너의 생일은 1년에 단 한 번 오는 거야.
오늘 우리 생일 축하를 하자, 우리 만프레트가 1살
이 돼. 그래서 우리 모두 노래하자, 샴페인과 포도
주가 충분히 있어.

29. [출제의도] 독일의 도시를 이해한다.
◦ 이 도시는 독일 최대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 햄버거는 이 도시에서 유래한다고들 한다.
◦ 이 도시는 독일의 북부 엘베 강변에 있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이것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
이 이 소녀를 알고 있다. 안네는 1929년 마인 강
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1933년부터 
1934년 초까지 그녀는 언니, 어머니와 함께 아헨
에서 살았다. 안네는 1934년 초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1942년 7월 프랑크 가족은 은신하였다. 네
덜란드는 이미 독일인에 의해 2년 동안 점령당한 
상태였다. 안네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일기를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