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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ei와 발음이 같은 것은 ai이다. 

A: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B: 내 이름은 Helmut Müller입니다. 

2. sp와 st가 단어의 처음에 올 경우, s는 [ʃ］로 발음한다. 따라서 spazieren이 정답이다.  

A: 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하느냐?

B: 먼저 나는 집으로 가서 잠깐 동안 쉰다. 

   그런 다음에 나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  

3. 자동차(Auto), 빵(Brot), 고양이(Katze).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t이다. 

4. Reis(쌀), Gemüse(야채), Käse(치즈), Fleisch(고기), Hähnchen(영계). 따라서 세로줄에 

들어갈 단어는 essen(먹다)이다. 

5. 2 + 14 + 12 - 11 = 17

6. 

Fußball spielen 축구하다

Klavier spielen 피아노 치다

Tennis spielen 테니스 치다

Computerspiele spielen 컴퓨터 게임을 하다

7. 

in den Ferien 방학 중에

Dollar in Euro wechseln 달러를 유로로 바꾸다  



나는 방학 중에 독일어를 배운다.

나는 달러를 유로로 바꾼다. 

8. 

명령형 문제이다. 명령형은 상대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상대에 따른 명령형의 형태는 다음

과 같다. du : 어간!     ihr : 어간+t!       Sie : 원형+ Sie! 

문제에서 Paul이 명령의 상대이므로 동사의 어간만 말하면 명령형이 된다. 그런데 강변화동

사 중에서 e→i 또는 e→ie로 변하는 동사는 du에 대한 명령형에서 모음이 변한다. lesen 

동사는 e→ie로 바뀌는 동사이므로 명령형은 Les가 아니라 Lies가 된다.  

수업 중에 Weber씨가 말한다. “나는 너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Paul아. 더 크게 읽어

라!” 

9. hin은 멀어지는 방향, her는 가까이 다가오는 방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wohin은 <어디

로>, woher은 <어디에서부터>의 뜻이다.

A: 안녕하세요! 마침내 우리는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B: 라이프치히로 갑니다. 당신은요?

A: 나는 포츠담으로 갑니다.

10. 내용상 타동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stellen(세우다, 놓다)이 맞다. hängen(걸다, 걸려 있

다), liegen(놓여 있다), sitzen(앉아 있다), stehen(서 있다)

A: 테이블을 벽으로 붙여 놓으까요?

B: 아니요, 벽으로 놓지 마세요.

   창가로 놓는 것이 더 좋겠어요. 

A: 나도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1. Lehrer는 남자 선생님, Lehrerin은 여자 선생님이다. 따라서 Lehrerin이 되어야 맞다.

Schmidt 부인은 독일 출신이다. 그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여교사이고 

지금 서울에 산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02-3704-3727이다. 

12.

Wie lange 얼마나 오랫동안  

A: 함부르크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빈 출신입니다. 



② 하루에 한 번입니다.

③ 오늘 오후입니다. 

④ 나의 아저씨께 갑니다. 

⑤ 기차로 세 시간입니다. 

13. lieber는 gern의 비교급으로 ‘더 기꺼이’, ‘더 즐겨’의 뜻이다. 따라서 Lieber einen 

Saft는 ‘쥬스가 더 좋다’는 뜻이므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A: 무엇을 원하십니까?

B: 목이 마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A: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① 수프 한 접시 주세요.

② 예 나는 그것을 마시겠어요.

③ 쥬스가 더 좋겠어요.

④ 생수 한 잔 주세요.

⑤ 과자 하나 주세요. 

14. Doch는 부정의 부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에는 부정의문문이 와야 한다.  

A: 너 남자 형제가 없니?

B: 천만에, 나는 남자 형제가 하나 있어.  

15. 

Dieter: 나는 수영하러 가고 싶다. 

        너도 갈래?

Heid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너는 직업이 뭐니?

② 몇 시에?

③ 그래 기꺼이. 언제 가지?

④ 아니야, 나는 생각이 없어.

⑤ 그래, 아마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로 가는데?

16. erkältet가 ‘감기가 들었다’는 뜻이므로 병원에 가야 한다. 

A: 안녕! 너 뭐하니?

B: 나는 지금 병원에 가야만 해.

   나는 벌써 이들 전부터 감기가 들었어.  

17. aussehen ~해 보이다 



A: 너 아주 피곤해보이는구나.

   ________________________?

B: 내일 시험이 있어.

   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해.

① 너 나에게 무엇을 줄거니

② 무슨 일 있니

③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④ 네 이모는 어디에 계시니

⑤ 그 연필은 누구 것이니

18. halb vier는 ‘4시를 향해서 30분이 갔다’의 뜻으로 3시 30분이다. fünf vor halb vier

는 3시 25분이고 영화가 50분 후에 시작되므로 영화는 4시 15분에 시작된다. 

A: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B: 3시 25분입니다. 

A: 영화가 언제 시작되나요?

B: 50분후입니다. 

19. 

철도카드

이 카드가 있으면 사람들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지불합니다. 

이 카드는 1년간 독일에서 유효합니다.

이 카드의 가격은 25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 350유로입니다.

20.   

Angela Huber는 23세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녀의 취미는 춤추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인 편지친구를 원합니다.   

21. Tag 낮, Nacht 밤, Regentag 비오는 날, so oft wie ~ ~ 만큼 자주

① 1월이 가장 춥다.

② 5월에는 강우일수가 7일간이다.

③ 4월이 2월보다 더 춥다.

④ 낮이 밤보다 따뜻하다

⑤ 1월에는 2월만큼 비가 온다.

22. Der Wievielte ist heute? 오늘이 며칠입니까?, Welcher Tag ist heute?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A: 오늘은 며칠입니까?

B: _______________________.  

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②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③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④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납니다.

⑤ 나는 오늘 일이 없습니다.

23. 

A: 안녕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B: 나는 어머니께 지갑을 선물하고 싶어요

A: 여기 있습니다. 이 하얀 지갑이 예쁘네요.

B: 좋습니다. 이것을 사겠어요. 얼마입니까?

A: 50유로입니다.

24. 

mit Milch 우유를 타서

mit Milch und Zucker 우유와 설탕을 타서

schwarz 아무 것도 타지 않고

①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는가?

② 누가 커피를 마시는가?

③ 사람들은 무엇을 즐겨 먹는가?  

④ 사람들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⑤ 사람들은 커피를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

25. 

A: 오, 눈이 오네. ___________________. 

   두꺼운 재킷이 어디 있지?

B: 여기 있어.

① 날씨가 덥군. 

② 거리가 멀다.

③ 내가 춥겠다.  

④ 그것은 비싸다. 

⑤ 나는 말랐어. 

26. 



A: 실례합니다. 백화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B: 똑바로 가셔서 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면 바로 백화점이 보입니다.

① 나는 모르겠습니다.

②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③ 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④ 첫 번째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⑤ 교차로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27. 

A: 안녕! 너 새 외투를 입고 있구나!

B: 그래, 나에게 잘 어울리니?

A: 그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

② 옷이 사람을 만든다.(옷이 날개다.)

③ 모든 시작은 어렵다.(시작이 반이다.)  

④ 벽에도 귀가 있다. 

⑤ 배고픔이 최상의 요리사이다(시장이 반찬이다.) 

28. EC 유럽 도시간 급행 열차, IC 도시간 급행열차, ICE 도시간 특급열차, U-Bahn 지하

철,  S-Bahn 교외선 전철

이것은 독일 철도에서 가장 빠른 기차입니다.

이 기차는 최고 30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29.   

방 2개짜리 집을 찾습니다. 욕실과 부엌이 딸려 있으며, 도심에 있는 집을 찾습니다. 

500 유로, 전화번호 069/57 86 98   

30. Sport treiben 운동하다, lesen 독서하다, Musik hören 음악을 듣다, Freunde treffen 

친구를 만나다, fernsehen 텔레비전을 보다

A: 소녀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가장 즐겨 합니까?

B: 그들은 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