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독일어 I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⑤  2. ④  3. ①  4. ①  5. ⑤

 6. ③  7. ②  8. ②  9. ③ 10. ④

11. ①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③ 18. ① 19. ④ 20. ①

21. ③ 22. ⑤ 23. ⑤ 24. ③ 25. ④

26. ② 27. ③ 28. ③ 29. ② 30. ①

<해설>

1. [ : 발음]

Vater에서 v의 발음은 [f]이다. 따라서 Familie가 정답이다. 

2. [영역: 발음]

① danke 단모음, Ihnen 장모음

② Hallo, 단모음, Tag 장모음

③ ist 단모음, Lampe 단모음

④ Wohnung 장모음, gut 장모음

⑤ kommt 단모음, Mutter 단모음

 

3. [영역: 철자]

Tasche 가방

Glas 잔

langsam 느린, 느리게

4. [영역: 어휘] 



A: Anja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B: 그녀는 그림을 그립니다.

malen 그리다, kochen 요리하다, fernsehn 텔레비전을 보다, telefonieren 전화하다, 

spazierengehen 산책하러 가다

5. [영역: 어휘]

1년은 4계절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Herbst 가을

 

6. [영역: 어휘]

A: 당신 아이들이 없습니까?

B: 천만예요, 나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7. [영역: 문법]

A: 내일 내 여동생이 생일이다.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지? CD를 줄까?

B: , 좋은 생각이야. 

mitbringen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다’의 뜻으로 3격(누구에게), 4격(무엇을)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이다. 따라서 sie(그녀)의 3격형 ihr(그녀에게)가 정답이다. 

8. [영역: 문법]     

A: Claudia가 Michael만큼 키가 커나요?

B: 아니요, 그녀가 더 커요.

so + 원급의 형용사 + wie ~ ~ 만큼 ~하다

9. [영역: 문법]

zu Fuß 걸어서, mit dem Bus 버스를 타고



A: 걸어서 학교에 가니?

B: 아니야, 나는 버스 타고 간다.  

10. [영역: 문법]

ㆍ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싸게 장을 본다.

ㆍ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초대한다. 

einkaufen 장보다, einladen 초대하다

11. [영역: 문법] 

A: Klaus야, 그렇게 빨리 말하지 마라! 

   나는 아직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 

B: 기꺼이 그러지. 

명령형은 상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상대가 du에 해당하면 ‘동사의 어간!’, 상대가 

ihr에 해당하면 ‘동사의 어간 + t!’, 상대가 존칭 Sie에 해당하면 ‘동사의 원형 +Sie!’

의 형태가 된다. 문제에서 상대는 du에 해당하므로 명령형의 형태는 ‘동사의 어간’이다. 

그러나 sprechen은 e가 i로 변하는 동사이므로 du에 대한 명령형이 sprech가 아니라 

sprich이다. 

12. [영역: 의사소통기능]

나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나는 19살입니다. 나는 서울에 삽니다. 2년 전부터 독일어

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독일어 선생님은 아주 친절합니다. 나는 후에 독일로 한번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13. [영역: 의사소통기능]

엄마: Julia야, 여기에 너의 피자가 있어. 

     맛있게 먹어라! 

Julia: 고마워요, 엄마!

① 유감이다. ② 옳다, 맞다. ③ 너 말이 맞다. ④ 맛있게 먹어라! ⑤ 또 다시 통화합시

다!



14. [ : 의사소통기능]

A: 엽서 다섯 장을 원합니다.

B: 엽서 한 장은 1 유로 20 센트입니다. 

A: 여기에 10 유로가 있습니다. 

B: 그렇다면 당신은 4 유로를 돌려받습니다.  

15. [영역: 의사소통기능] 

A: 나는 내일 축구를 한다. 너도 함께 할래?

B: 가능해

A: 좋아, 그럼 내일 보자.  

Warum nicht?는 Why not?의 뜻으로 ‘가능하다’, ‘문제될 것 없다’의 뜻이다.

16. [영역: 의사소통기능] 

A: Köln행 기차를 얼마나 더 기려야만 하나요?

B: 30분입니다.

warten auf 4격 ~을 기다리다

17. [영역: 의사소통기능]

A: 우리 언제 만날까요?

B: 저녁 식사 직후에 만납시다.  

18. [영역: 의사소통기능]

A: 실례합니다.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B: 5분 동안 계속해서 곧장 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병원과 백화점 사이에 시청을 볼 수 있습니다. 

A: 감사합니다.  

19. [영역: 의사소통기능]



A: 오늘 무엇을 하니?

B: Bonn에 있는 내 친구를 방문해. 

① Bonn에 있는 내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② Bonn에 있는 내 친구 집에서 산다. ③ 

Bonn에서 내 친구와 함께 산다. ④ Bonn에 있는 내 친구에게 간다. ⑤ 내 친구와 함

께 Bonn으로 간다.  

20. [영역: 의사소통기능]

A: 나는 검은 색 바지와 흰 색 자켓을 입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입어 보아도 될까요?

B: 예, 물론이죠. 

21. [영역: 의사소통기능]

A: 안녕, Peter! 너는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니? 

B: (2) 나는 집에만 있을거야. 너는 어때?  

A: (1) 나는 영화관에 가려고 한다. 함께 갈래?

B: (3) 그래, 기꺼이. 하지만 그 영화 제목이 뭐니?

A: ‘Good Bye, Lenin!’이야.

22. [영역: 의사소통기능]

A: Daniel을 보고 싶다. 

   그도 너의 파티에 오니? 

B: 그래 물론이지. 거기에서 그를 다시 볼 수 있어.  

A: 오 그래, 벌써 기대가 된다. 

sich freuen auf ~ ~을 고대하다

23. [영역: 의사소통기능]



 : 안녕하세요! 도와 드릴까요?

  Karin: (1) 치마가 필요합니다. 

         (2) Sabine야, 이 치마가 내 블라우스에 어울리니?

 Sabine: (3) 별로야. 

  Karin: (4) 여기 이 것은 나에게 어울리니?

 Sabine: (5) 그것은 창가에 있어.

  Karin: 좋아, 그것을 사겠어.                                      

24. [영역: 의사소통기능]

Maetin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웨이터가 온다.   

① 안녕하세요, 계산하고 싶습니다. ②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③ 차 

한 잔 하겠습니다. ④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⑤ 나는 배가 고프지 않

고 목도 마르지 않다.   

25. [영역: 의사소통기능]

A: 너는 그 음악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B: 음악이 아주 좋아.  

① 음악회가 어디 있느냐? ② 너는 음악을 즐겨 듣니? ③ 너는 어느 음악을 즐겨 듣니? 

④ 그 음악회가 너 마음에 드니? ⑤ 음악회에 가고 싶니?   

26. [영역: 의사소통기능]

 Hans: Tina, 우리 수영하러 갈까?

 Tina: 그래, 기꺼이.

 Hans: 5일 14시는 어때?

 Tina: 그 때는 테니스를 쳐. 

       19시는 어때?

 Hans: 그 때도 괜찮아. 그러면 토요일 7시다.                                    

27. [영역: 의사소통기능]



A: 선생님, 저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B: 어디가 편찮으세요?

A: 감기가 들었습니다.  

Was fehlt Ihnen? 어디가 편찮으세요?

28. [영역: 문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치즈와 소시지를 곁들여 작은 빵을 먹습니다. 우

유나 주스 혹은 커피를 함께 마십니다. 

29. [영역: 문화]

Stafan은 스위스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는 먼저 독일 철도 홈페이지에서 고속전

철을 찾아서 온라인으로 차표를 산다. 

DB(Deutsche Bahn) 독일 철도 

30. [영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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