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독일어Ⅰ)

정답 및 해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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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정 답] ②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 모음 발음 이해하기 

A: 너 화요일에 뭐하니?

B: 그 날 나는 친구들을 만나.

[해 설] 복모음 ‘ie'에 강세가 있을 경우 장음 /i:/ 로 발음한다. ① Film /I④ 

immer /I/  ⑤ finden /I/ 와 같이 ’모음+자음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단음으로, 복

모음 ie 앞에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에는 ə

2. [정 답] ⑤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 어휘의 철자 이해하기 

[해 설] 오답체크 : ① Kartofeln → Kartoffeln,  ② vieleicht → vielleicht, 

③ Krawate → Krawatte,  ④ Program → Programm

3. [정 답] ⑤

[출제의도] 발음 및 철자 : 자음 발음 이해하기 

A: 생일 축하해!

B: 고마워

[해 설] ① jetzt /ts/ ② abends /ts/ ③ Nation /ts/  ④ Zimmer /ts/는 보기의 

복자음 ts와 같은 /ts/로 발음하며 ⑤ Deutsche의 복자음 'tsch'는 /tʃ/로 발음한다. 

4. [정 답] 

[출제의도] 어휘 : 명사 어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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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A)와 (B)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명사는 ① 연필(Bleistift) ② 경치

(Landschaft) ④ 자전거(Fahrrad) ⑤ 백화점(Kaufhaus)이며 ③ 정류장(Haltestelle)

는 만들 수 없다. 

5. [정 답] ⑤

[출제의도] 어휘 : 부사 어휘 이해하기

헬무트: 마르쿠스가 결혼을 했다고? 나는 그가 미혼인줄 알았는데!

로란트 : 나도         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어제 무엇인가 다른 이

야기를 들었지. 

[해 설] 완료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과거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부사

를 선택하면 된다. a. ‘처음에는, 비로소’ b. ‘예전에는’ c. ‘우선, 처음에는’ 는 모두 

대화의 밑줄 친 곳에 활용 할 수 있다.  

6. [정 답] ①

[출제의도] 어휘 : 명사 어휘 이해하기

a. 이 사람은 나의 삼촌의 부인이다.  

b. 이것은 가구이며, 이 위에 사람들이 않을 수 있다.

c. 무엇인가 구입할 때 이것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한다. 

d. 이것으로 빵을 자를 수 있다. 

[해 설] 빈칸에 알맞은 어휘는 a. Tante, b. Stuhl, C. Geld, d. Messer 이며 빈칸

의 철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① Auge 가 완성된다. 

7.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소개 하는 표현 이해하기

선생님 : 이쪽은 루카스에요. 우리 반에 새로 왔어요. 

         루카스,                              ?

루카스 : 네, 그럼요. 내 이름은 루카스 베버 이고 나는 프랑크푸르트 출신이야. 

         나는 축구와 기타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겠어요’ 이다.

① 몇 살이니 ② 어디에 사니 ③ 내 이름을 아니 ④ 언제부터 축구를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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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편지글의 목적 이해하기

사랑하는 에바에게, 

보덴호수가의 너희 동네에는 나무에서 직접 딴 신선하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

은 좋은 사과를 팔잖아. 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잖아, 그 때 사과 4~5 kg만 

가지고 올래? 

[해 설] 편지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④ 부탁하기’ 이다. 

9. [정 답]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광고글의 이해

건강한 & 편안한

2,000 켤레가 넘는 구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두 가게 라이히만

1841년부터

월-금: 10-20시, 토: 9-18시

페터거리 39, 20355 함부르크

전화:040-1234567

[해 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③ 상품 가격’ 이다. 

10. [정 답]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음식에 대한 기호 표현하기

A: 커피 마실래?

B: 그래, 좋아. 설탕은 빼고 우유는 넣어줘. 

                                      . 

A: 케이크도 한 조각 먹을래?

B: 고맙지만, 됐어.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③ 설탕은 나에게 좋지 않아’ 이다. ① 나는

커피 안 마셔 ② 나는 우유는 싫어 ④ 나는 우유를 뺀 커피를 줘 ⑤ 나는 케이크

도 한 조각 줘 

11.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길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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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실례합니다, 여기에서 우체국을 어떻게 가나요?

B:                                             .             

                                               .

   그러면 왼편에 우체국이 보입니다.  

a. 첫 번째 왼쪽 골목으로 가세요

b. 교차로까지 가신 후에 좌회전 하세요 

c. 직진하시다고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 하세요. 

[해 설] 지도에 따라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정답은 '② a - c - b' 이다.  

12.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A: 마리아는 독일어에서 1을 받았어.

B: 그녀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대?

A: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녀가 독일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것만 알아. 

[해 설] B의 질문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⑤ 그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

니’ 이다. ① 그녀는 어떻게 일을 하니 ② 그녀의 취미는 무엇이니 ③ 그녀가 좋아

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④ 그녀의 시험 성적은 어떠니

13. [정 답]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대화의 내용 이해하기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nja는 상대방이 뮌헨에 있다는 점에 놀라고, 부러

워하고 있다. ① 정말? ② 좋겠다! ④ 뮌헨이라고? ⑤ 무슨 일이야?   

오답체크 : ‘③ 거의 아니다’ 는 빈도의 표현이므로 대화의 내용상 알맞지 않다.  

14.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속담의 이해

A: 나는, 내 과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무 어려워.

B: 걱정 하지 마! 일단 시작을 하면, 재미있을 거야. 

                                                

A: 한번 시도해 볼게. 

[해 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④ 일단 먹어 보아야 식욕도 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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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체크: ① 옷이 날개다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③ 과유불급 ⑤ 배

가 부르면 공부를 안 한다 

15.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대화의 주제 이해하기

라우라 : 나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다니엘 : 나는 결말에 특히 관심이 많아.

율리아 : 나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어.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① 독서 방법’이다. 

16.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감사인사 하기

[해 설] 오답체크: ‘②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괜찮아요).’ 는 상대방이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하는 응답의 표현이다.  

17.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하루 일과 설명하는 내용 이해하기

클라우디아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다. 7시 45분

에는 빵집에 간다. 그곳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빵을 먹는다. 그런 후에는 신문

을 사서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간다.  

[해 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② 8시 15분에 빵집에 간다.’ 이다. 

18.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상대방의 제안 거절하는 표현 이해하기

소피   : 안녕, 모니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도 될까?

모니카 : 미안해,                           . 

         나 내일은 이미 선약이 있어.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① 그것은 불가능 해’ 이다. 

오답체크: ② 괜찮아  ③ 그건 틀렸어  ④ 나는 그것을 몰라 ⑤ 나는 그것을 주

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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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외모 묻고 답하기

A: 경감님, 어제 밤에 이곳에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B:                                                   ?

A: 이웃들의 말에 따르자면,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다고 합니다.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 는 신원불명의 남성의 생김새에 관한 질문을 하

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20.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응답의 표현 이해하기

민수: 너는 어디 출신이니?

레나: 나는 취리히 출신이야.  

민수: 취리히가 스위스에 있니?

레나:                     . 

민수: 아! 그러면 너는 스위스인이구나.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는 긍정의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

답은 ‘a. 정확해’ 와 'd. 맞아’가 모두 있는 ② a, d 이다.

오답체크: ‘b. 알았어’, ‘c. 나는 동의해’    

21.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외국인 대학 졸업생 비율에 관한 내용의 이해

외국인 대학졸업생 수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외국

인 대학 졸업생들의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                      많다.   

[해 설] 글과 그래프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④ 대략 3배’ 

오답체크 : ① 거의(빈도의 표현), ② 반절, ③ 여전히, ⑤ 대략 2배  

22.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 제안하는 표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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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페터야 안녕!

페터: 유나야 안녕! 토요일에는 조수미가 드레스덴에 와.                    ?

유나: 좋아. 나는 음악을 좋아해.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④ 콘서트에 같이 갈래’ 이다.  

23. [정 답] 

[출제의도] 문법 : 전치사의 격 지배, 명사의 성

고양이 한 마리가 (a) 숲에서 나와 (b) 방안으로 들어왔다. 고양이는 (c) 가방 위

를 걸어서 지나갔고 (d) 선반 위에 앉았다.  

[해 설] 오답체크: (b) 는 이동의 의미로 활용 되었으므로 4격 지배를 하며, 

Zimmer 는 중성명사 이므로 'in das' 라고 활용되어야 한다. (d)에서 ‘앉아 있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auf+중성명사 3격’의 형태인 'auf dem' 이 활용

되어야 한다. 

24. [정 답] ③
[출제의도] 문법 : 부정수사의 명사화

나는 여가 시간이 (a) 많다, 하지만, 돈은 (b) 얼마 없다. (c) 몇 명은 이것을 믿

지 않아. 

[해 설] 시간(Zeit) 와 돈(Geld) 의 물질 명사는 복수형을 활용하지 않는다. 부정수

사의 경우 복수형으로 명사화가 된 einige 는 ‘몇 명’이라는 의미를 ‘einiges' 는 

’몇 개‘ 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정답은 ‘③ (a), (b)' 이다.      

25. [정 답] ⑤

[출제의도] 문법 : 명사의 단수, 복수형

[해 설] '-er' 끝나는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하므로 정답은 '⑤ Pullover - 

Pullovers' 이다. 

26. [정 답] ①

[출제의도] 문법 : 재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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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나는 학교에 관해 많은 (a)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나의 말을 항상 잘 

(b) 들어준다.

[해 설] 재귀동사 ‘sich(4) unterhalten über’와 3격 지배 동사 ‘zuhören’ 가 모두 

올바르게 활용된 것은 ‘① uns - mir' 이다.

27. [정 답] 

[출제의도] 문법: 전치사 숙어 구문 

a. 막스는 테니스를 잘 친다. 

b.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다. 

c. 나는 우리의 만남에 대해 기뻐한다. 

[해 설] 전치사 숙어 구문 ‘gut in etwas sein - 무엇을 잘 한다', ’reich an 

etwas - 무엇이 풍부하다', ‘froh über etwas-무엇에 관해 기뻐하다’가 올바르게 

활용 된 것은 ‘③ a, b’ 이다

28. [정 답] ④

[출제의도] 문화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는 표가 없어도 전철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검표원 

요구할 경우 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검표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

지 않는다. 표가 없으면 표 값 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즉, 여러분들

은 항상 표를 지참하고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④ 승차권 소지’이다. 

29. [정 답] ②

[출제의도] 문화 

커리소시지는 소시지에 케첩과 카레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베를

린에서 1949년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리소시지가 베를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리소시지를 함부르크에서 처음 팔기 시작했다고 말하

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년 독일에서 850만 명 이상이 커리소시지를 먹습니다. 

2009년에는 베를린에 커리소시지-박물관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해 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② 독일의 수백 년 된 전통 음식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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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 답] ⑤

[출제의도] 문화

1885년 칼 벤츠는 그의 첫 번째 자동차를 제작했다. 이 자동차는 말이 없이 움

직일 수 있었지만,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 시속 16 km였다. 많은 사람

들은 세상에서 이 차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벤츠는 계

속해서 자동차를 연구했습니다. 1888년 8월 5일에는 그의 부인 베르타가 이 차

를 타고 최초의 장거리 운행을 했습니다. 그녀는 약 104 km 거리를 이동했습니

다. 벤츠는 일 년 후에 이 자동차를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소개했습니다.      

[해 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정답은 ‘⑤ 그의 첫 자동차는 선보이자마자 큰 환영을 

받았다’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