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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5월 고3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

정답 및 해설

•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
[독일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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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자음 h의 발음 구별하기

 [해설] h는 맨 앞에서는 [h]로 발음하고, 모음 뒤에서는 
묵음이다. wohin은 wo와 hin의 복합어이다.

      
2. [출제의도] 복모음 [ɔy] 발음 알기

 [해설] 복모음 ai, ay, ei, ey는 [ai]로, eu, äu는 [ɔy]로 
발음된다. Museum에 eu는 복모음이 아니다.

   
3. [출제의도] 신체부위의 명사 철자 쓰기

 [해설] Bauch(배), Augen(눈), Finger(손가락), Hand(손) 

4. [출제의도] 분리전철의 활용 알기

 [해설] 

A: 몇 시에 수업이 시작됩니까?
B: 수업은 8시에 시작됩니다.

① 전화하다 ③ 입다 ④ 도착하다 ⑤ 제공하다
   
5. [출제의도] 형용사의 반대말 알기

 [해설] 

A: 자녀들이 있습니까?
B: 아니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① 긴 ② 아픈 ③ 미혼인 ④ 빠른 ⑤ 검정색인
   
6. [출제의도] 날씨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프랑크푸르트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B: 덥습니다. 햇빛이 납니다.

① 자동차 ② 색깔 ③ 도시 ④ 취미
   
7. [출제의도] 동사의 격지배와 인칭대명사의 격 알기

 [해설] es geht는 3격을, schenken은 3 ․ 4격을 목적어로 
취한다.

   
8. [출제의도] 현재완료형 용법 알기

 [해설] 현재완료문장에서 machen동사는 haben을, gehen
동사는 sein을 완료조동사로 쓴다.

A: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B: 나는 극장에 갔어.

    

9. [출제의도] nehmen동사의 현재인칭변화 형태 알기

 [해설] du nimmst
A: 나는 피자를 먹을 거야. 너는? 너는 무엇을 먹을 거

니?
B: 나는 스파케티를 먹을 거야.

    

10. [출제의도] 전치사의 용법 알기

 [해설] ④ in der Nacht(밤에)

11. [출제의도] 형용사의 비교법 알기
 [해설] so+원급+wie(동등비교)

A: 페터는 키가 얼마나 되니?
B: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A: 그의 키가 나만큼 크니?
B: 아니, 그가 더 커.

   

12. [출제의도] 행위의 동사 의미 알기

 [해설] 

A: 너는 내일 무엇을 할 거니?
B: 나는 TV를 볼 거야.

① 그리다 ② 춤추다 ③ 잠자다 ⑤ 수영하다
     
13. [출제의도] 길 묻고 답하기

 [해설] 

A: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B: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① 우유를 넣어서 ③ 토마스 뮐러 ④ 2년 전부터 
⑤ 탁자 위로

14. [출제의도] 질병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안녕, 수잔네.
B: 안녕, 안나.
A: 너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너 어디 아프니?
B: 나는 머리가 아파.

① 곧 갈께  ② 나는 반대야  ③ 이것은 가방이야 
⑤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15. [출제의도] 빈도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나는 주말에 영화를 한편 보았어. 그 영화는 아주 재
미있었어.

B: 너는 영화관에 얼마나 자주 가니?
A: 한 달에 두 번.

① 그 영화 어땠니 ② 그 영화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③ 영화관에 어떻게 가니 ④ 영화 상영시간이 얼마나 되니
   
16. [출제의도] 서식에 인적사항 작성하기

 [해설] ㉠이름: 동호 ㉡생년월일: 1990년 5월 18일 ㉢국
적: 한국 ㉣거주지: 서울 ㉤직업: 140-600(우편번호)

17. [출제의도] 식사 관련 인사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맛있게 드십시오.
B: 고맙습니다, 당신도요.
  이것 아주 맛있네요. 이것이 무엇이죠?
A: 그것은 불고기입니다.

① 유감입니다 ②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④ 실례합니다 
⑤ 안됩니다

18. [출제의도]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하기

 [해설] 

① A : 이 사람이 누구니?
   B :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야.
② A : 그 책은 어디에 있니?
   B : 역으로.
③ A : 너 버스 타고 갈거니?
   B : 그래, 그것을 타고 갈 거야.
④ A : 테니스 즐겨 하세요?
   B : 아니요, 저는 즐겨 하지 않습니다.
⑤ A : 너는 생일날에 무엇을 받고 싶니?
   B : 컴퓨터를 받고 싶어.
   

19. [출제의도] 시간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메시지의 내용은 ‘안녕, 이나. 너 언제 올거니? 안
드레아’이다.

① 걸어서. ② 베를린에. ③ 17시에. ④ 한 시간 동안. 
⑤ 오스트리아에서.
    

20. [출제의도] 사물의 이름 묻고 답하기

 [해설] 
A : 이것은 독일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B: 그것은 ‘창문’이라고 합니다.

    

21. [출제의도] 결정의문문에 답하기

 [해설] 부정 질문에 대한 긍정의 답은 doch이다.
A: 시청에 어떻게 갑니까?
B: 시내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A: 웬걸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2. [출제의도] 감사의 표현에 답하기

 [해설] 
A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하시군요.
B : 천만에요.

   

23. [출제의도] 동의의 표현 이해하기

 [해설] 
A : 벌써 한 시야.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B : 좋아. 나는 무척 배가 고파.
A: 저기 레스토랑이 있네.

24. [출제의도] 물건구입 관련 표현 이해하기

 [해설] ‘ㄷ. Was möchten Sie bitte?’는 ‘무엇을 원하십니
까?’이다.

A: 도와드릴까요?
B: 예, 저는 바지가 필요해요.
A: 여기 이 바지 어때요?
B: 멋있네요. 그것 얼마죠?
A: 90유로입니다.
B : 너무 비싸네요.

25. [출제의도] 거절의 이유 파악하기

 [해설] 
A : 우리 토요일에 자전거 탈까?
B: 미안해, 나는 숙제를 해야 해.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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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제의도] 일정에 관한 표현 이해하기

 [해설] 7시: 일어나기, 10시: 친구만나기, 13시: 요리하기, 
15시: 쇼핑하기, 18시: 귀가하기, 19시: 저녁식사하기

   

27. [출제의도] 자기소개 내용 파악하기

 [해설] 
안녕, 나는 야나야. 나는 함부르크에 살고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 난 19살이고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해. 
나는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 때문에 전 세계로부
터 편지친구를 찾고 있어. 나는 영어와 스페인어도 말해. 
안녕, 야나

28. [출제의도] 광고문 내용 파악하기

 [해설] 
여기 우리 가게에서 책을 판매함!

    

29. [출제의도] 독일의 고전 음악가 알기

 [해설] 
A : 너는 음악을 즐겨 듣니?
B: 그래, 나는 특히 고전음악을 좋아해.
A: 어떤 음악가를 좋아하니?
B: 베토벤을 좋아해.

    

30. [출제의도] 독일의 교육체계 알기

 [해설] ㄱ. 대학교 ㄴ. 고등학교 ㄷ. 초등학교 ㄹ. 유치원

[프랑스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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