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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강세 규칙 이해하기

A: 그 스페인 여배우 이름이 뭐니?
B: 마리아 발베르데야.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강세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밑줄 
친 actirz는 ‘n’, ‘s’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 ‘z’로 끝나는 경우이므로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온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밖의 자음 ‘l’로 끝나는 ① abril이 정답이다. 

            정답 ①

2. 낱말의 철자 이해하기

◦ 나는 외국인이다. 
◦ 수영장은 열려 있다. 
◦ 문에 공지가 하나 있다. 
◦ 나는 커피를 위한 설탕이 필요하다. 
◦ 내 핸드폰은 새 것이고 현대적이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어휘의 철자를 올바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외국인
(의)’를 뜻하는 어휘의 철자는 ‘extranjera’가 되어야 한다. 

                                             정답 ① 

3. 어휘 이해하기

- 단물은 거의 혹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 후식으로 우유과자를 먹길 원한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dulce’는 
형용사로 ‘단’, 명사로 ‘단 것’을 뜻한다. 

                                         정답 ② 

4. 어휘 이해하기

A: 나는 이 포크들이 무척 마음에 들어.
B: 그래, 예뻐. 하지만 그 칼들과 어울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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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이 문항은 ‘hacer juego’가 ‘어울리다’라는 뜻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⑤

5. 어휘 이해하기

A: 이번 방학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B: 아마 칠레에 갈 거야.
A: 정말? 나도 갈 생각인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a lo mejor’가 ‘아마’의 뜻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평가하
는 문항이다. 

정답 ④ 

[6~21] 의사소통 기능

6. 시간 표현 이해하기

A: 몇 시에 볼까?
B: 6시에.
A: 아, 6시까지 15분 남았네. 
B: 진정해. 지하철 입구에서 기다릴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시간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③

7. 의견 표현 이해하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의견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문항이다.

A: 이번 주말에 뭐할까?
B: 모르겠어. 흥미로운 거 있어?
A: 응, 아메나바르의 새 영화와 후아네스의 콘서트야. 무엇이 더 좋아?
B: 상관없어.
A: 그럼, 콘서트에 가자. 

                                                정답 ③ 
8. 인물 표현 이해하기

A: 이 그림은 프리다 칼로가 그린 거야. 그림 안에 세 명의 여자가 있어. 
   그녀들 중 한 명이 프리다 칼로를 닮았다고 해.
B  누구? 중앙에 앉은 여자? 발을 교차한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
A: 다른 여자. 그녀는 손에 봉지를 든 남자 옆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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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인물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⑤ 

9. 안내문의 내용 이해하기

라 그랑하
12월 15일부터 1월 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엽니다. 
1월 6일부터 평소 시간표대로 운영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엽니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③ 

 
10. 대화 순서 이해하기

A: 돈 페페 식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오늘 밤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A: 몇 명이시죠?
B: 8명입니다. 
A: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요?
B: 호르헤 로페스로 드립니다. 
A: 언제로 할까요?
B: 8시요.
A: 로페스 씨, 예약 되셨습니다. 
B: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의 순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②

11. 이메일의 내용 이해하기
친애하는 후아나:
어떻게 지내니? 네 아버지 일은 유감이야. 네게 힘든 순간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계속 앞으
로 나아가야 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 비행기 표를 사 놓았어. 모레 키토에 도착할 거야 네 
옆에 있기 위해. 곧 보자.
키스를 보내며, 
페드로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이메일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②

12. 가격 표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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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넥타이 있나요? 
B: 네, 아가씨. 이것들이 있습니다. 
A: 이 파란색이 마음에 들어요. 얼마죠?
B: 90유로입니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가격 표현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a, b, d는 모두 
‘얼마에요’라는 뜻이고 c는 ‘그것을 어떻게 놓을까요’라는 뜻이다.  
                                                                      정답 ④

13.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안녕, 오늘 좀 나아졌니?
B: 아니, 여전히 머리가 아파.
A: 병원에 가야하고 좀 더 네 자신을 돌봐야 해.
B: 네 말이 전적으로 맞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⑤

14. 동의 표현 이해하기

A: 선생님이 우리에게 11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니?
B: 물론이지. 도서관에서 보자. 널 도와줄게. 
A: 좋아. 고마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동의 표현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Desde luego’와 
‘Por supuesto’는 ‘물론이지’라는 뜻이고, ‘De nada’는 ‘천만에’, ‘Claro que no’는 ‘당
연히 아니지’란 뜻이다. 

                                                정답 ④

15. 동의 표현 이해하기

A: 내일 롤라와 저녁식사 하기로 한 거 기억해?
B: 응, 그녀의 집에서 7시에.
A: 그녀를 처음 방문하는 거니까 꽃을 가져가는 거 어때?
B: 동의해.
A: 그럼, 내가 그것을 살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동의 표현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De acuerdo’는 
‘동의해’라는 뜻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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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이 표현 이해하기

엘레나: 네 사촌 오스카르가 마음에 들어. 몇 살이니?
아나  : 24살이야. 우리보다 두 살 연상이야.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나이 표현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①

17. 대화의 내용 이해하기

A: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급해?
B: 왜냐하면 할 일이 많거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해. 그리고 집을 정돈하고 
    식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봐야 해. 오늘이 내 딸 생일이라서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거든. 
A: 멋지다! 네 딸에게 포옹을 전해 줘.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⑤

18. 전화 표현 이해하기
남: 네 전화번호를 알려 줄래?
여: 그래, 310 2340 2906이야.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전화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②

19. 관용 표현 이해하기

A: 이번에 닭고기를 곁들인 밥이 잘 됐어. 먹어볼래?
B: 물론이지. 보자... 잘 만들어졌네/정말 맛있네. 
A: 고마워. 참 친절하구나.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estar en su 
lugar’는 ‘그의 자리에 있다’, ‘estar en las nubes’는 ‘멍하다/딴 생각을 하다’라는 뜻
이다.

                                               정답 ①

20. 글의 내용 이해하기

나는 서점에서 일한다. 건물 1층에 있다. 2층엔 약국이 있고, 그 옆에 카페가 있다. 3층엔 체
육관과 미용실이 있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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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감 표현 이해하기
남: 이 의자 비었나요?
여: 죄송해요. 자리 있어요.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유감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③

[22~26] 문화

22.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발 콜론에서 유래한다. 
◦ 수도는 보고타이다.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 중 하나를 생산한다. 
◦ 페르난도 보테로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나라이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③

23. 엘 그레코에 대한 글의 내용 이해하기

스페인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화가 중 하나이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고, 톨레도로 가기 
전에 베네치아와 로마에서 공부했다. 이 도시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그렸다: 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y El expolio. 펠리페 2세의 궁정화가가 되길 원했지만 그러
지 못했다.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톨레도에서 살았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④

24. 감자에 대한 글의 내용 이해하기

페루에서 감자는 수 세기 전부터 재배되었다. 그 나라에서는 감자의 종이 수천가지가 넘는
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은 감자를 유럽으로 가져갔고 오늘날 거의 전 세계에서 먹는다. 그
것으로 다양한 요리법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누나 종이같은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⑤

25. 스페인 도시에 대한 글의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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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르하와 프리힐리아는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두 곳이다. 
◦ 네르하에서 프리힐리아까지 버스로 30분에 갈 수 있다. 
◦ 네르하는 깨끗한 해변을 가지고 있고 해넘이로 유명하다. 
◦ 프리힐리아의 거리들은 산토리니의 거리들과 매우 닮았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④

26. 마팔다에 대한 글의 내용 이해하기

매우 똑똑하고 라틴아메리카 전역과 유럽에서 인기있는 아르헨티나의 여자아이다. 학교가는 
것과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녀는 신문을 읽고 삶과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게다가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원한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④

[27~30] 문법

27. 동사 이해하기

A: 지금 뭐하고 있니?
B: 내 아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 중이야. 내일 그의 첫 번째 콘서트가 있거든. 
A: 축하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동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①

28. 목적대명사의 쓰임 이해하기

a. 나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 
b. 우리는 그 블라우스들을 보낸다. 
c. 네게 책 한 권을 보낸다, 두 권이 아닌.
d. 나는 크리스티나에게 볼펜 세 자루를 요구한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목적대명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 ④

29. 전치사 de 이해하기
① 그녀는 밤에 공부한다. 
② 나는 그 두 개가 똑같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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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잡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④ 강은 넓이(가로)가 1킬로이다. 
⑤ 세 개를 사면 선물로 하나를 줄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전치사 de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②번
‘똑같이’라는 뜻으로 쓰려면 ‘por igual’ 혹은 ‘igualmente’가 되어야 한다. 

                                                         정답 ②

30. 숫자 이해하기

◦ 정원에 수 백 송이의 장미가 있다. 
◦ 여기는 100% 생과일 주스를 판다. 
◦ 그 소년들의 61%는 수영할 줄 한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숫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cientos 
de + 명사’는 ‘수백의 ~’, ‘cien por cien’은 ‘100%’, ‘por ciento’는 ‘%’를 말한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