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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철자 및 어휘

1. 복자음 발음의 이해

A : 실례합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로 가려고 합니다. 
B : 프랑크푸르트로 가신다고요? 전철이 8시에 옵니다. 

정답해설 : acht 와 같이 a, o, u, au 뒤에 복자음 ‘ch’가 오면 [x]로 발음하고 e, i, 
변모음, 자음 뒤에 복자음 ‘ch’가 오면 [ç]로 발음 한다. 단어나 음절 끝 또는 자음 
앞의 –ig 는 [ç]로 발음한다. ① [ʃ] ② [ç] ③ [ç] ④ [ç]                    정답 ⑤

2. 강세의 규칙 이해하기

나의 어머니는 백화점에 간다. 어머니는 그녀의 친구 집을 방문한 후, 그녀와 함께 
쇼핑을 하려고 한다. 어머니는 저녁까지 그녀의 집에 있을 예정이다.  

정답해설 : 합성명사는 천 번째 단어의 강세 규칙을 따른다. 분리 동사는 분리 전철
에 강세가 있고 비분리 동사는 be-, er-, ent-, ge- 등의 비분리 전철 다음 음절에 
강세가 있다. 비분리 동사 (c) besuchen을 제외한 다른 어휘는 모두 1음절에 강세가 
있다.                                                                 정답 ③ 

3. 자음의 발음 이해하고 철자 알기 

산 – 아이 – 책상 -          - 숟가락

정답해설 : Tisch의 복자음 ‘sch’ 는 [ʃ] 발음이 나며, 단자음 ‘l’ 은 [l] 로 발음한다. 
① Stuhl ② Hund ③ Schuhe(복수형) ④ Regenschirm ⑤ Schiff       정답 ① 

4. 어휘의 활용 이해하기

A : 너는 숙제를 벌써 다 했니?
B : 응, 나는 이제 막 숙제를 끝냈어. 
    숙제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고 어려웠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지쳤어. 

① 피곤한 ③ 고장 난 ④ 슬픈 ⑤ 화가 난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정답은 ② fertig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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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휘의 활용 이해하기

바라건대, 우리가 방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 안에서 밤을 
보내야(비박을 해야) 해. 

① (a) 이미, 벌써 (b) 거주하다  ② (a) 유감스럽게도 (b) 자다  ③ (a) 환상적인 (b) 
앉다  ➃ (a) 대략 (b) 씻다  
정답해설 : 글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a), (b)에 들어갈 어휘를 모두 올바르게 활
용한 것은 ⑤ (a) 바라건대 (b) 숙박하다, 밤을 보내다 이다.                정답 ⑤ 
                                
[6~10]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이 그림 멋지지, 그렇지?
B :                          . 내 마음에도 아주 들어. 

a. 그것은 안 돼  b. 네 말이 맞아  c. 나는 다른 의견이야  d. 나도 그것이 정말 예
쁘다고 생각해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b, d 이다     정답 ④
 
7. 광고글 내용 이해하기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폐지와 병을 모으려 합니다. 우리가 받은 돈으로 가난한 나라
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전화번호 : 
(0123)45 67 89 / 이메일 : abc2014@mail.de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글의 목적
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8. 대화 내용 이해하기
한스 : 알렉스는 어디에 있니?
우베 : 알렉스? 알렉스는 저기에 있네. 
한스 :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우베 : 저기 좀 봐! 그는 소시지를 먹고 있고 스웨터를 입고 있어. 
한스 : 아, 그를 봤어! 그는 간이식당 옆에 서 있구나.  

정답해설 : 대화를 읽고 알렉스의 위치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9. 병원 대화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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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 목이 아파요. 
의사 : 입을 벌려보세요! 어머나,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네요.       
                          이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세요! 

② 저는 열이 높아요.  ③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시나요?  ④ 여전히 콧물이 흐릅니
다.  ⑤ 당신은 오늘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걸요.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의 내용을 읽고,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주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의소소통기능 표현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0. 식당 대화 내용 이해하기

막스 :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웨이터 : 계산은 나눠서 아니면 같이 하실 건가요?
막스 : 나눠서 해주세요. 
레오니 : 아니에요. 제 계산서에 합산해 주세요. (제가 낼게요)
막스 : 정말? 고마워!

① 나는 너의 손님이야. ② 오늘은 내가 너를 초대할게 ③ 나는 돈이 없어. ④ 너는 
1번 메뉴를 먹어. ⑤ 내가 계산서 가져다줄게.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레오니가 막스의 음식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므
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1. 처음 만난 사람과 소개하는 대화 내용 이해하기
랑 씨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터 랑이고 이 회사에 새로 왔습니다. 
괴체 씨 : a. 만나서 기쁩니다. d.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저는 마리오 괴체입니다. 
         우리 회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랑씨 : 고맙습니다.  

a. 만나서 기쁩니다 b. 안타깝습니다 c. 저는 상관 없습니다 d.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소개를 하는 상황에
서 주고받는 인사말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2. 편지글 내용 이해하기

편지 친구를 찾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스 뮐러이고 23살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출신입
니다. 제 취미는 프랑스요리하기, 인터넷 서핑하기 그리고 스키 타기입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전세계에세 온 많은 이메일들을 받아서 읽고 
싶습니다. 
klaus.müller@brieffreunde.at 로 편지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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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편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번이
다.                                                                   정답 ③

13. 취미 활동의 빈도 묻고 답하는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너는 무엇을 즐겨하니?
B : 나는 축구를 즐겨 해. 
A : 얼마나 자주 하니?
B :               . 

a. 곳곳에 b. 하루 c. 가끔 d. 매주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의 내용을 보고 취미 활동의 빈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평가하
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4. 대화 내용 이해하기
안녕, 나는 마침내 독일에 도착했어. 

나는 지금 기차를 타고 쾰른으로 가는 중이야. 
                                     

그래, 꼭 하도록 할게. 
① 몸 조심 하렴! ② 예쁜 사진들 보내줘! ③ 박물관들을 꼭 방문하도록 해봐. ④ 쾰
른에 가본 적 있니? ⑤ 쾰른 구시가지를 꼭 방문해 보도록 해.
정답해설 : 제시된 문자 대화 내용을 읽고, 대화의 흐름상 알맞은 좋은 여행을 기원
하거나, 관광지를 추천하는 표현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5.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셔츠 너무 예쁘군요. 저는 이것을 구입할래요.  
B : 여기 있습니다.                      ?
A : 아니요, 가격은 얼마 인가요?
B : 20 유로입니다. 

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② 더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③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④ 셔
츠 마음에 드시나요 ⑤ 계산하고 싶습니다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대화 내용을 읽고 점원이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 표현
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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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나는 너무 기뻐!
B : 왜?
A :                         .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어.  

① 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해 ② 나는 사고가 났었어 ③ 나는 치과에 가지 않아도 돼 
④ 나는 시험에 붙었어 ⑤ 나는 나의 방 청소를 해야 해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문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여,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시험에 
붙었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알맞은 대화문을 고르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번
이다.                                                                 정답 ④

17. 길 묻고 답하는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B : 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지나가세요. 그곳에서 길을 따라 사거리까지 가세요. 사
    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은 후 정류장까지 가세요. 정류장 맞은편에 바로 병원이 
    있어요. 

정답해설 :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병원을 찾
아가는 방법을 배열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도와 드릴까요?
B :                            
A :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런 후에 여기 “성인”을 선택하고 계산을 하면 돼요. 
                                    
    즐거운 길 되세요!

a. 저는 차표가 필요해요. b. 그리고 차표를 꺼내세요. c. 우선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의 내용을 읽고 차표 자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순서
를 올바르게 배열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9. 광고글 내용 이해하기
함부르크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

2~6인용, 가족 친화적인
저렴한, 85유로/1박

함부르크, 전화 (040)123 45 67
① 한스는 더 이상 함부르크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② 율리아는 함부르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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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려 한다. ③ 우테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방 3개짜리 집을 구
하고 있다. ④ 페터는 1박에 70유로 이상의 방값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⑤ 
마르틴은 그의 가족과 함께 함부르크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정답해설 : 제시된 광고글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경우를 찾
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0. 예약화면 내용 이해하기
이름 : 토마스                   성 : 슈미트
거리 : ZDF가 17번지            우편번호 : 55127
도시 : 마인츠                   국가 : 독일
전화 : (06131) 1234567         이메일 : Thomas@email.de
도착일 : 2014년 6월 26일       떠나는 날 : 2014년 6월 28일
인원 : 1 

① 그는 어디 출신인가? ② 그는 언제 도착하는가? ③ 그는 언제 태어났는가? ④ 그
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⑤ 그는 몇 일간 투숙할 예정인가?
정답해설 : 제시된 예약화면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정
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우리, 20시에 연극을 보러 가면 어떨까?
B :                                  
A : 그러면 나중에 보자!

① 그래, 좋아. ② 안될 것 없지! ③ 그렇게 하자. ④ 네 말이 옳아. ⑤ 그거 좋은 생
각인걸. 
정답해설 : 제시된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표현은 상대방의 제
안을 수락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2~26] 문법

22. 전치사의 활용
a. 너는 창구에서 물어보면 돼. 
b. 나의 새 블라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c. 오늘부터 나는 채소를 많이 먹을 것이야. 
d. 지난주부터 나는 담배를 끊었어. 

정답해설 : a. Schalter 는 an 전치사와 활용하므로 am Schalter로 활용해야 하며, 
d. 전치사 ab은 미래시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ab letzter Woche가 아닌 seit letz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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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che로 활용해야 한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b, c 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3. 재귀대명사의 활용
∘너희들의 소개를 해봐!
∘외투를 벗어!

정답해설 : 복수 2인칭에 대한 명령문에 활용된 sich vorstellen의 경우 복수 2인칭
의 4격 재귀대명사 euch를 활용해야 한다. 단수 2인칭에 대한 명령문에 활용된 sich 
auschziehen의 경우 4격 목적어 Mantel 이 있으므로 단수 2인칭의 3격 재귀대명사
인 dir를 활용해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4. 형용사 어미변화의 활용
a. 크라머 부인은 저렴한 옷들을 산다. 
b. 오늘 TV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하니?
c. 나는 다른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 냈다. 

정답해설 : a. Kleidung은 일반적으로 관사와 활용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5. 명사의 복수형과 단위 명사의 활용

안녕 루이자, 이 물건들을 나를 위해 가지고 와 줄 수 있겠니?
나중에 보자!
 a. 빵 2개
 b. 피자 3조각
 c. 우유 2팩
 d. 초콜릿 4판 

정답해설 : 판을 뜻하는 단위명사 Tafel의 복수형은 Tafeln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6. 동사의 과거시제 활용
브레멘 뉴스 :
한 브레멘 사람이 낯선 집에 들어갔다. 자켓 하나가 그의 (a) 마음에 너무나 들었
고, 그래서 그것을 즉시 (b) 입었었다. 그 직후 그는 잘못 된 택시에 (c) 올라탔다. 
그 택시 기사는 그 남자가 자신의 자켓을 입고 있다는 것을 즉시 (d) 알아차렸고, 
그는 바로 경찰서로 택시를 몰았다.   

정답해설 : (a) gefallen 동사의 과거형은 gefiel, (c) steigen 동사의 과거형은 stieg 
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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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문화

27. 독일 청소년의 용돈 문화 소개 글 이해하기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이 연간 대략 900유로의 용돈을 받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돈을 
옷과 신발을 사는데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지출한다.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 
하는 것은 핸드폰 요금이다. 그들은 핸드폰요금으로 한 달에 약 18유로를 지출한다. 

정답해설 : 본문은 독일 청소년들의 용돈 금액과 지출 내역에 대한 소개 글이다. 글
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28. 독일의 주거 문화 이해하기
주거공동체(약자 : WG)는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 자신의 
방이 있다. 주방과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고공동체 생활은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즐겨 거주한다. 각자 주거공동체에서 임무가 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들자면, 누가 언제 샤워를 할지 혹은 누가 
무엇을 청소 할지를 협의한다.   

정답해설 : 본문은 독일의 주거공동체에 대한 소개 글이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
는 것은 ⑤번이다.                                                      정답 ⑤

29. 베를린의 신호등 맨 소개 글 이해하기
A : 베를린에는 통일 전에도 다양한 신호등맨이 있었나요?
B : 네, 모자를 쓰고 있는 작은 남자 기호는 동독의 신호등맨이고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날씬한 것은 서독의 신호등맨입니다.
A : 그렇군요, 지금은 베를린에 어떤 신호등 맨이 있나요?   
B : 베를린에는 두 종류 모두 있습니다. 베를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동독

의 신호등맨을 좋아합니다. 
① 서독의 신호등맨은 모자를 쓰고 있다. ② 현재 베를린에 동독의 신호등 맨만 있
다. ③ 모든 독일 도시에는 각기 다른 신호등맨이 있다.  ④ 베를린 사람들과 관광객
들은 동독의 신호등 맨을 좋아한다. ⑤ 통일 전에는 베를린에 한 종료의 신호등맨 밖
에 없었다.
정답해설 : 본문은 베를린 지역에 있는 신호등맨에 대한 소개 글이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30. 독일의 학교문화(낙제시스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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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필기시험이나 시험을 본다. 학년말에 나오는 성적표는 
학생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성적은 1부
터 6까지 있다. 5를 2개 받거나 6을 1개 받으면, 학생들은 해당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즉, “낙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진급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추가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낙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통
해 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답해설 : 본문은 독일의 학교문화 중 낙제시스템에 대한 소개 글이다. 글의 내용으
로 보아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