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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모음의 장단을 이해한다.
d)und 모음 뒤에 자음이 둘 이상이므로 단음
[오답풀이] ie, h, 단자음 앞의 모음은 장음

2. [출제의도] 강세의 위치를 이해한다.
독일어는 대부분의 강세가 첫음절이지만 비분리전철 
및 특정 접두사에는 강세가 없다. b)는 Ge가 아니라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오답풀이] a)비분리동사는 두 번째 음절에, 복합명사 
c), e)는 첫음절에, d)는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3. [출제의도] 단어의 철자를 안다.
①의 철자만 ee이고 나머지는 ie이다.

4. [출제의도] 동사 vorstellen을 안다.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Alex Becker이고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사진촬영입니다.
[오답풀이] ① 주다  ② 샤워하다 ③ 알다 ④ 취하다

5. [출제의도] 동사 anziehen의 의미를 이해한다.
A : 뭘 즐겨 입어? 
B : ⑤청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어.
anziehen(옷을 입다)의 가능한 목적어는 ⑤번뿐이다.
[오답풀이] ①문 ②안경 ③병 ④긴 머리 

6. [출제의도] 직업에 관한 어휘를 안다.
두 낱말의 관계가 보기(학교-선생님)와 다른 것은 
① 사무실-화가이다.
[오답풀이] ②시청-공무원 ③회사-회사원 ④병원-
의사 ⑤백화점-점원

7. [출제의도] 조동사의 용법을 이해한다.
너는 목이 아프니까 수영하러 가면 ①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표현할 때는 dürfen 
nicht를 쓴다. (du darfst nicht ~)

8. [출제의도] 전치사 ‘ohne(～없이)’의 의미를 안다.
A : 커피와 차 중에서 뭘 마실래요?
B : 크림 넣지 말고 커피주세요.
A : 블랙으로 드시는 군요. 자 여기있어요.
‘블랙으로 커피를 마신다’에서 전치사 ohne(～없이)
임을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전치사와 동사의 격지배를 이해한다.
②anrufen(전화하다)은 4격(mich)을 필요로 하는 동
사이다.
[오답풀이] ①denken an +4격(～를 생각하다) ③bei
와 ④zu는 3격지배 전치사 ⑤stehen(어울리다) +3격

10. [출제의도] 강변화동사 lesen의 변화를 안다.
A : 너의 형은 한가할 때 뭐하니?
B : 책 읽는 것을 좋아해. 
lesen: ich lese, du liest, er liest

11. [출제의도] 부정 물음에 대한 대답 표현을 안다.
A : 질문 없니? 
B : ②있어요. ‘책’을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A : Buch라고 한다.
부정의문문에 대해 nein, doch로 대답할 수 있는데 
긍정의 대답일 경우에는 doch이다.
[오답풀이] ④정확한 ⑤전혀 아닌

12. [출제의도] 의미로 보아 틀린 독일어 표현 찾기
우리 아이들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③gern Fußball(축구를 좋아한다)는 sein동사 뒤에 
나올 수 없다.
[오답풀이] ①아직 어리다 ②휴가 중이다 ④식사를 
마쳤다 ⑤충분히(아주) 강하다

13. [출제의도] 전화통화 시 쓰이는 표현을 이해한다.
A : 안녕하세요! 페터입니다. 모니카랑 통화할 수 있나요?
B : ①나야. 안녕 페터!
전화대화에서 Am Apparat의 뜻은 ‘나야(접니다)’ 이
며 ‘Ich bin's’와 같다.

14. [출제의도] 형용사 neu의 의미를 이해한다.
A : 실례합니다, 새로 오셨나요?
B : ⑤네, 일하기 시작한 지 겨우 3일 됐어요.
여기서 neu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음’을 뜻한다.
[오답풀이] ①저는 기술자입니다. ②아뇨, 나이가 많
아요. ③네, 여기는 벌써 다 만원이네요. ④아뇨, 전 
여기 살지 않아요.

15. [출제의도] 대화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표현을 찾
을 수 있다.
A : 날씨가 아주 좋네. 산책가고 싶은데. 너도 생각 

있니?
B : 아니 됐어.  ④난 차라리 테니스 칠래. 
[오답풀이] ①왜 그러는데? ②이것이 전부이다. ③난 
피곤하지 않아. ⑤좋은 생각이야! 같이 갈게.

16. [출제의도] 인사표현 ‘즐거운 시간되세요!’를 안다.
신사숙녀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관람하러 오
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시고  ②즐거
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답풀이] ①행운을 빌어요 ③나는 상관 없어 ④맛
있게 드세요 ⑤쾌유를 빕니다

17. [출제의도] 글의 대의를 파악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간다. 다
른 사람들은 축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영화
관이나 박물관에 가기도 한다. 일부는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잠을 잔다.

18. [출제의도] 이메일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다.
 소냐에게
이메일 잘 받았어. 네가 탄 기차가 이곳 하노버에 
12시 반에 도착하니까 12시 15분부터 역 안내소 앞
에서 널 기다릴게. 물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갈거
야. 그때 보자.
 토마스가
안내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여행안내 정보를 구
하려는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날짜를 묻는 표현을 안다.
A : ②오늘이 며칠이지?
B : 10월 18일이야.
날짜 묻는 표현은 ②번 외에도 ‘Den Wievielten 
haben wir heute?’도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어디가 아파? ③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20. [출제의도] 부사 weg의 의미를 이해한다.
내 가방이 없어졌어! ①어디에 있지?
weg의 의미는 ‘없어진, 사라진’이다.

21. [출제의도] 감사의 표현을 묻는 이해한다.
A : 이 좌석 아직 비어있나요?
B : 네, 앉으시지요. 아, 무거운 짐이 있으시군요. 

도와 드리지요.
A : ⑤참 친절하시네요.
[오답풀이] ①당신 말이 맞아요. ②얼마나 걸립니까? 
③이해를 못하겠어요. ④창문을 닫을까요?

22. [출제의도] 동사 finden의 의미를 이해한다.
A : 이 자전거 어떻게 생각하니?
B : _________________________.
⑤‘일요일에 시작해’는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너무 비싸 ②좋아 보여 ③나는 그거 
안 좋아해 ④아주 최신식이다

[23-24]
A : 와, 네 새 아파트 좋고 크구나.
B : 그래 ④맞아. 이전 집보다 훨씬 커. 방이 셋에 

부엌과 욕실이 있어. 게다가 볕도 잘 들어. 그 
점이 가장 맘에 들어. 발코니도 있어. 

A : 끝내주는데! 집세는 얼마니?
B : 한 달에 난방비 빼고 550유로야.
A : 괜찮네.
B : 내일 파티를 하는데, 너도 오길 바래. 

23. [출제의도] 동감의 표현을 안다.
④stimmt(맞아) 외에 richtig, genau도 가능하다.

24. [출제의도] 대화 내용을 이해한다.
Das geht ja(괜찮네)는 가격이 적당하다는 의미

25. [출제의도] ‘무슨 일이야?’ 라는 표현을 안다.
A : ①무슨 일이야?
B : 내 MP3가 작동하지 않아. 고장이야!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아네테는 한 달에 한두 번 차로 대형 매장에 간다. 
그곳에서는 작은 상점이나 재래시장에서보다 더 싸
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네테는 대형 매장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도 없으며 (사람간의) 교류도 거의 
없다. 그렇지만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빨리 구할 
수 있다. 
대형 매장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자기소개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찾음(애인구함)
난 절대 구두를 닦지 않습니다. 세차하는 법도 없구요. 
언제나 햄버거와 피자만 먹죠. 생일날은 모두 잊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크지요. 하지만 담배나 술은 안하면서 
기타를 칠 줄 압니다. 매우 사랑받을 만하지요.

28. [출제의도] 독일문화를 이해한다.
②M. Luther는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이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독일의 성탄절은 가족축제이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 함께 성탄절을 지낸다. 거
실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고 그 아래 선물들이 
놓인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

30. [출제의도] 독일의 인접국가 이름을 안다.
das Nachbarland는 인접국가라는 뜻이며 독일에 인
접한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